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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전 안전계통 실증실험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신형 원자로인 APR 1400의 안전성 평가, 검증을 위한 안전

계통 열수력 실증실험, 사고시 노심의 안전성과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고온, 고압 임계열유속 실험 및 원전 안전성뿐만 아니라 설계, 개

발을 위한 실험자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안전개념이 도입될 경우 설계의 타당

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실험이 필요하다. 신형 가압경수로인 

APR-1400의 안전 감압계통 Sparger와 같이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하

고 있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

내 기술로 성능검증, 설계 최적화와 관련한 열수력 실험자료의 Database

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원전의 사고 유형이나 원자로형에 따라 임계열

유속의 발생가능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실험자

료들을 적용하면 해석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 유

형에 따른 열수력 조건 하에서 임계열유속실험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

라 원자력 열수력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연구, 개발 능력을 갖기 해서는 

무엇보다 실험기술 및 측정기술 등 기반기술의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선진 기술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실험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막대

한 비용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기술의 필요성

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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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신형 원자로 APR 1400에 채택된 안전감압계통 Sparger에 대한 실험은 

고온, 고압 B & C(Blowdown and Condensation) 실험장치와 상온, 상압 

소형 실험자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Sparger 기하형태에 대해 수행하 다. 

고온, 고압 임계열유속 실험은 RCS(Reactor Coolant System) 열수력 

Loop  및 Freon 임계열유속 Loop가 사용되었다.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은 상온, 상압 실험 장치를 이용하고 단상 및 비등 현상에 대한 국소 

열수력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광학적 기법을 개발하 다. 연구개발 주요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계통 열수력 실증실험

◦안전감압계통 Sparger 고압증기 방출시 압력하중 실험자료 Data 

base 구축

◦신형 원자로 APR-1400 안전감압계통 원형 Unit Cell Sparger 성능 

검증실험

◦IRWST/Sparger 최적 설계를 위한 수조내 열확산 압력하중 분포   

측정실험

  (2) 고온, 고암 임계열유속 실험

◦고온(300℃),고압(150bar) 임계열유속 실험

- 단일봉 환상유로, 3x3 봉다발 및 7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 Zero Flow 임계열유속 상관식 개발

◦Freon 임계열유속 실험

- R-134a의 원형 및 환형관 실험

- PWR형 5x5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 Liquid Film Dryout 발생기구 모델 개발

  (3)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

◦광학적 기법을 이용한 열수력 측정기술개발

 - 전반사 기법을 이용한 비등위기 측정기술 개발

 - Laser Raman 국소온도 측정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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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V, PIV 이용 국소유동 측정기술 개발  

◦High Heat Flux 유동가시화 실험 

◦울트라소닉센서를 이용한 이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4) 열수력 관련 코드개발 지원 실험 및 Database 개발

◦하나로, CANDU 및 신형 핵연료봉다발 수력실험

Ⅳ. 연구개발 결과

  신형 원자로 APR 1400의 안전감압계통 원형 Unit Cell Sparger에서 고

압 수증기가 분출될 때의 압력하중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Unit Cell 

Sparger의 성능검증 및 인허가용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또한 다양한 기

하형태의 Sparger에 대한 증기-물 직접접촉 응축 특성 실험을 수행함으로

써 Sparger의 최적 설계에 필요한 약 800 case의 실험자료 Database를 구

축하 다.

  원전 사고시 예상되는 노심 저유량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특성을 규명

하기 위해 단일 가열봉 환상유로, 3x3 봉다발 및 7 봉다발에 대한  고온, 

고압 물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총 1011개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Freon 임계열유속 실험에서는 원형관, 원형관 혼합날개 및 환상유로 임계

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총 800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이러한 실험

자료의 Database는 노심 안전해석 및 핵연료 설계,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광학적 기법 즉, 전반사 비등 측정기법, Laser Raman 온도 측정기술, 

LDV, PIV 국소 유동장 측정기술 등 첨단 열수력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응

용, 활용단계로 기술 수준을 높 다. 또한 하나로, 가압경수로 핵연료

CANDU 핵연료, 신형 핵연료에 대한 상온, 상압 수력시험을 수행하고 노

심 및 핵연료의 설계, 개발 및 성능향상에 요구되는 시험자료의 Database

를 구축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안전감압계통의 IRWST/Sparger에 대한 체계적인 열수력 실험을 통하

여 확보된 Database는 산업체, 규제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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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의 원형 Unit Cell Sparger에 관한 실험자료는 설계, 성능검증 

및 인허가용 자료로 활용된다.

  고온, 고압 임계열유속 실험을 통하여 확보된 Database는 노심 안전 현

안의 해소, 규제의 완화, 신형 핵연료 개발, 열수력 안전해석 코드의 개선, 

개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에서 다루어진 첨단기술은 개발단계에서 응용단계로 발전시켰으

며 2단계에서 보다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실험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로 노심 및 핵연료, CANDU, 싱형 핵연료다발과 관련한 수력시험

을 통하여 확보된 실험자료는 하나로의 노심 안전성 확보, 가동율 향상뿐

만 아니라 신형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실험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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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hermal-Hydraulic Test for Reactor Safety System

II. Objectives and Necessity

(1) Objectives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to carry out 

verification experiments for safety to evaluate and verify the safety 

systems of the APR1400, critical heat flux tests in the condition of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ore and 

integrity of the fuel in case of accidents, and to develop high standard 

measurement techniques which are required to provide experimental 

data for safety assessment, design, and development.

(2) Necessity

When a new design concept is introduced to enhanc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verification experiments should be performed to 

confirm feasibility and safety of the design concept. No technical 

information can be obtained from abroad for the engineering safety 

feature such as the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Sparger, designed 

for the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APR1400, because it was 

developed by domestic technology. A thermal hydraulic database for 

design optimization as well as performance test results for Sparger 

should be obtained by domestic technology. Occurrence of the critical 

heat flux (CHF) might be so different depending on the accident 

scenario and the reactor type that the analysis using a current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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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constructed gives poor predictability. Therefore, the 

experimental tests are required for better prediction of CHF in the 

thermal hydraulic condition relevant to the accident scenario. To secure 

experimental and measurement technology is the second to none in 

order that Korean nuclear industry may have a R&D ability at a level 

with developed countri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ests for the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Sparger, which will be 

adopted for the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APR1400 have been 

carried out for several geometries with the B&C (Blowdown and 

Condensation) facility in the condition of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nd with a small test facility in the condition of atmospheric 

temperature and pressure. Tests for the critical heat flux have been 

performed with the RCS(Reactor Coolant System) facility as well as 

with the Freon CHF Loop in the condition of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atmospheric temperature and pressure facilities were is 

utilized for development of the high standard thermal- hydraulic 

measurement technique. The optical method has been developed to 

measure the local thermal-hydraulic behavior for the single and 

two-phase boiling phenomena. The major contents and scope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rmal-hydraulic verification tests for Safety System

- Construction of a experimental database for pressure load when 

high pressure steam is discharged from the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 Performance tests for the prototype Unit Cell Sparger to be 

adopted for the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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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 of thermal mixing and pressure load distribution 

inside the tank for optimum design of the IRWST/Sparger.

(2)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HF tests

- High temperature (300
oC) and pressure (150 bar) CHF tests

a. a single rod annular channel, 3x3 rod bundle and 7 rod bundle 

b. development of a CHF correlation for zero flow condition

- Freon CHF tests

a. tube and annular tests with R-134a

b. PWR type 5x5 rod bundle test

c. model development for the liquid film dryout mechanism

(3) Development of a high standard thermal hydraulic  measurement 

technique

- development of a thermal-hydraulic measurement technique

a.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echnique of boiling crisis with 

a total reflection method

b.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echnique of local temperature 

with a Laser Raman scattering method

c.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echnique for local flow with  

LDV or  PIV

- flow visualization tests under high heat flux 

- development of measurement technique of two phase flow with a 

ultrasonic sensor.

(4) Support tests for a T/H relevant code development

- thermal hydraulic tests for the HANARO, the CANDU and new 

advanced fuel assembly

IV. Results

When high pressure steam is discharged from the prototype Unit 

Cell Sparger adopted for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in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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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reactor, APR1400, steam/air induced pressure loads 

have been measured.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s on the Unit Cell 

Sparger are carried out and the experimental data required for licensing 

are obtained.  Steam-water direct contact condensation tests have been 

carried out with several geometrically different Spargers and a 

experimental database needed for optimum design have been 

constructed, including about 800 cases.

In order to identify the CHF characteristics for the low flow 

condition expected to occur in accidents, the CHF tests are carried out 

with a single rod annulus channel, 3x3 rod bundle and 7 rod bundle 

and 1011 experimental data in total are obtained.

The Freon CHF tests are also carried out with a tube, a tube with 

mixing vanes, and an annulus to generate 800 experimental data in 

total. These CHF data can be used for the safety analysis on the 

reactor core,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fuel assembly.

The optical measurement techniques such as total reflection method, 

Laser Raman temperature measurement method, LDV, and local flow 

field measurement method of PIV are developed and put into 

application so that they reached high standard.

Furthermore, several thermal-hydraulic tests are carried out for the 

HANARO, a PWR fuel assembly, a CANDU fuel assembly, and an 

advanced fuel assembly at the condition of atmospheric temperature 

and pressure. Its results were collected to construct a experimental 

database for the design, development and performance enhancement of 

the nuclear fuel. 

V.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The database which was constructed through a systematic thermal 

hydraulic tests for the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IRWST/Sparger 

is surely to be useful to the industry field and the regulation boar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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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the experimental data for the prototype Unit Cell Sparger of 

the APR-1400 are to be used for design, performance verification and 

licensing.

The CHF database obtained at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is 

expected to be used to clear safety issues, to mitigate regulation, to 

develop advanced fuels, and to enhance and develop safety analysis 

codes. In the future, it also will help to make us exchange the obtained 

technical information with developed counties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equal terms.

The high standard measurement techniques in the current research 

stepped up from the development stage to the application stage. They 

are expected to be useful to get more detail and reliable data in a next 

project.

The database obtained with the core and fuels of the HANARO, the 

CANDU, and an advanced fuels was useful to secure safety the 

HANARO core. It also improved its operation efficiency and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to develop a new advanced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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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연구성과를 

기술 도입이라는 형태로 얻어, 원전의 안전계통 및 노심 개발에 적용하

여 왔다. 그러나 선진 기술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실험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막대한 비용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기술

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형원자로에 대한 원전 안전 계통 실증 실험은 선

진국에서도 계속 수행되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 다루어진 안전 감압계통 

Sparger는 원래 비등경수로(BWR) 원전에 장착된 공학적 안전설비이다. 

이를 신형 원자로인 가압경수로(APR-1400)의 안전설비로 채택하여 실

용화단계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따라서 안전 감압계통 Sparger

의 성능 검증, 설계 최적화 또한 인허가 절차를 위하여 관련 열수력 실

험자료의 Database 확보가 필수적이다. 

  핵연료 개발과정에서는 설계된 핵연료에 대한 안전해석을 통하여 임

계열유속의 발생 유무를 분석하게 되는 데 원전의 사고 유형이나 원자

로형에 따라 임계열유속의 발생 가능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실험자료들을 적용하면 해석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

성이 있어, 사고 유형에 따른 열수력 조건 하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이 필

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원자력 열수력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연구, 개발 능력을 갖

기 해서는 무엇보다 실험기술 및 측정기술 등 기반기술의 확보가 최우

선이 되어야한다.

2. 경제․산업적 측면

  원전 안전계통 및 노심 열수력 현상에 관한 최신 실험자료는 최적 안전

해석 계산코드의 성능검증 및 개발에 필요한 Database로 국산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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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원자력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기술교환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원전 안전계

통 및 임계열유속을 포함한 노심 열수력 현상의 독자 Database는 규제기

관, 원전 운 기관, 원전 설계기관, 핵연료 설계 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원전의 현안 문제 해소와,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3. 사회적 측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대․내

외적으로 확인 시켜주어야 만이 가능하며 또한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독자적

인 원전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과 요구되는 안전수준이 계속 높아가고 있으며,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느냐가 원자력 사업 추진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

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는 안전성 연구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신형 원자로인 APR 1400의 안전성 평가, 검증을 위한 안전

계통 열수력 실증실험, 사고시 노심의 안전성과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고온, 고압 임계열유속 실험 및 원전 안전성뿐만 아니라 설계, 개

발을 위한 실험자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써 원전 1차계통의 열수력 특성

을 실험하기 위한 최고 운전압력 16 MPa의 고온, 고압 물 순환 장치인 

RCS(Reactor Coolant System) 열수력 Loop장치, 원전의 공학적 안전설비

인 안전 감압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고온, 고압 B & C(Blowdown and 

Condensation) 실험장치 및 열수력 관련 상온, 상압 실험장치 등의 열수력 

안전성 관련 실험기반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고온, 고압 실험

장치와 기존 열수력 실험시설 기반을 활용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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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활용할 수 있는 열수력 실험자료를 생산하고 안전성 현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1) 안전계통 열수력 실증실험

   ◦안전감압계통 Sparger 고압증기 방출시 압력하중 Database 구축

   ◦신형 원자로 APR-1400 안전감압계통 원형 Unit Cell Sparger 성능  

     검증실험

   ◦IRWST/Sparger 최적 설계를 위한 수조내 열확산 압력하중 분포    

     측정실험

(2) 고온, 고암 임계열유속 실험

   ◦고온(300℃), 고압(150bar) 임계열유속 실험

 - 단일봉 환상유로, 3x3 봉다발 및 7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 Zero Flow 임계열유속 상관식 개발

   ◦Freon 임계열유속 실험

 - R-134a의 원형 및 환형관 실험

     - PWR형 5x5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 Liquid Film Dryout 발생기구 모델 개발

(3)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

   ◦광학적 기법을 이용한 열수력 측정기술개발

     - 전반사 기법을 이용한 비등위기 측정기술 개발

     - Laser Raman 국소온도 측정기술 개발

     - LDV, PIV 이용 유동장 측정기술 개발  

   ◦High Heat Flux 유동가시화 실험 

   ◦울트라소닉센서를 이용한 이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4) 열수력 관련 코드개발 지원 실험 및 Database 개발

   ◦하나로, CANDU 및 신형 핵연료봉다발 수력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APR 1400의 안전감압계통 Sparger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인헌가 자료가 생산되었으며, 원전 사고시 노심의 안전성 및 건전

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임계열유속 실험자료 Database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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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에 대한 응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자세하

고 신뢰성 있는 실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상기 실

험들의 내용, 실험결과 및 실험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자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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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 TMI 원전사고 이후 선진국들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LSTF(일본), BETHY(프랑스)등과 같은 대형시설을 건설하 다. 이러한 

대형 시설은 1985년경에 건설하여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실험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기존 경수로에 대

한 열수력실증실험 기술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형원자로에 대한 원전 안전 

계통 실증 실험은 선진국에서도 계속 수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원자

력사업의 사양화의 향을 받아 원자력 연구개발 환경이 축소경향에 있으

나, NUPEC의 “핵연료집합체 최대 열부하 실험시설” 및 JAERI의 “열수력 

과도현상 실험시설” 등의 대형 실험시설을 사용하여 현행 노심 열수력 설

계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계속 수행되고 있다. 

  안전감압계통 Sparger 실험에 관해서 ABB-Atom사에서 1970년대부터 

BWR 개발을 위해 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Westinghouse사는 AP-600 

원자로의 ADS 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을 이타리아 ENEA의          

VAPORE 시설을 이용하여 Sparger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원래 안전감

압계통 Sparger는 비등경수로(BWR) 원전에 장착된 공학적 안전설비이며  

이를 가압경수로(PWR)의 안전설비로써 채택하여 실용화단계에 있는 나라

는 우리나라뿐이다.

  임계열유속에 관에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방대한 실험자

료가 축적되어있으나, 임계열유속은 원자로의 열적 한계를 나타내는 열수

력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핵연료나 노심의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임

계열유속 실험을 통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야한다. 미국의 

Columbia 대학에 대형의 임계열유속 실험시설이 있어서, 핵연료 제조회사

가 핵연료 개발을 한 후 최종 열적 성능실험을 할 때 Colimbia대학의 임

계열유속 시험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SIEMENS회사는 BWR, PWR 

핵연료 열 성능 실험을 위한 대형의 임계열유속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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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핵연료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NPIC(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는 최근에 대형 임계열유속시험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금년도

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원전의 열적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임계열유속 평가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안전성

과 관련하여 사고과정에서의 저 유량 상태 및 열수력 과도시의 임계열유

속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에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심 열수력 안전성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 및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고 실제 열수력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즉 Best-Estimate Method를 채택하고 안전해석에서의 신뢰성을 높

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체의 부담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위해 첨단 열수력 측정기술을 

활용하고 보다 자세하고 신뢰성 높은 실험자료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지금까지 축적된 풍부한 실험자료의 Database와 

실험시설 기반으로 노심 열수력 안전성 현안 문제의 발생시 쉽게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기반은 차세대 원자로

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저온, 저압 조건하에서 CANDU, PWR, 연구용 원

자로 하나로 등의 수력실험 및 고온, 고압조건하의 CANDU, PWR 핵연료

에 대한 실험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RCS Loop과 B&C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핵연료뿐만 아니라 원전안전계통에 

대한 고온, 고압측정기술이 개발되었다.

  신형 원자로인 APR 1400에 대한 설계/건설은 인허가 단계가 다가옴에 

따라, 안전 감압계통 Sparger의 성능검증을 위한 분석/해석 작업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핵연료 개발과정에서는 설계된 핵연료에 대한 안전해석

을 통하여 임계열유속의 발생 유무를 분석하게 되는 데 원전의 사고 유형

이나 원자로형에 따라 임계열유속의 발생 가능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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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기존의 실험자료들을 적용하면 해석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 유형에 따른 열수력 조건하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체형 원자로의 노심 유량이 기존 PWR의 약 

1/3로 저 유량에서 운전하도록 설계되어있어, 이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심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봉다발내 비가열봉이 냉각능력에 미치는 향, 사고시 Return-to-Power 

조건에서의 저 유속 임계열유속 등 국내 원전에 고유한 현안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나,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노심 냉각능력에 대한 평

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Laser Raman Scattering, Laser Doppler Velocimeter 및 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술 등 Laser 이용 광학적 열수력 측정기술이 아직 기초기

술 개발 단계에 있으며, 실제 원자로 열수력 조건에서의 실험자료를 생산

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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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안전감압계통 열수력 실증실험

제 1 절 서  론

1. 연구 배경

2010년의 상용운전을 목적으로 설계가 진행중인 차세대원자로(APR1400)에

는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안전개념들이 도입 될 예정이다. 

이러한 안전개념들중의 하나로서 원자로 내부의 재장전수 저장탱크(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및 증기분사기(sparger)를 

포함한 안전감압 및 배기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 Vent System)이 있

다. 안전감압 및 배기계통은 원자로심의 손상빈도를 낮추고, 중대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된다[KOPEC, 1999]. IRWST는 원

자로 정상운전중이나 사고진행중 containment 내부의 열제거원, 응축수 공급원, 

그리고 열에너지 저장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차측 열제거불능 

상태에서의 과도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 가압기 상부에 장착된 네 개의 안전밸

브(POSRV :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가 열려 일차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고 안전감압 및 배기시스템이 제공하는 안전주입계통과의 주입 및 방출 운

전(Feed and Bleed operation)을 통해 노심 및 일차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POSRV가 열리면 고에너지의 물, 공기, 증기-물등의 유체가 감압계통과 증기분

사기를 통해 IRWST로 분사되게 되는 데, 이 과정중 분사되는 유체에 의해 발생

하는 열수력학적 하중이 배관, IRWST 및 내부구조물에 향을 미치게 된다. 물

방출(water clearing), 공기방출(air clearing), 그리고 증기방출(steam 

discharging)의 과정중 구조물에 가장 큰 하중을 발생시키는 과정은 고압의 공기

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공기방출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RWST를 포함

한 안전감압계통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기분사기를 통해 각종 

유체가 분사되는 동안(특히, 공기방출시), 수조와 내부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을 예

측하는 작업은 계통의 설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증기분사기에서 방출되는 공기, 물, 증기에 의한 하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분사되는 증기방울의 상호작용 때문에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해석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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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분석은 어려우며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형 표준원전인 울진 3, 4호기는 일시적인 과도현상이나 사고로 인

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RCS)이 과압되었을 때 가압기(Pressurizer) 상부에 설

치되어 있는 안전밸브(Safety Valve)가 열려 가압된 증기의 일부를 방출함으로

써 냉각재 계통을 보호하며, 이때 방출된 증기는 원자로 배수탱크(RDT : 

Reactor Drain Tank)로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RDT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 핵증기공급계통(NSSS)의 여러 곳에서 누설되거나 배출되는 소량의 원자

로 냉각재를 모아 화학체적제어계통(CVCS)으로 보내는 기능도 수행한다. RDT

의 압력은 안전밸브가 열릴 때 가장 높으며, 설계압력 이상으로 과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파열판(rupture disc)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RDT가 설계압력 이상

으로 과압되어 파열판이 파열되면 이를 다시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인력과 경비

가 소요되며, 작업자가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울진 3,4호기에는 급수완전상실사고(total loss of 

feedwater)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감압계통(SDS :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을 설치하 으나 재장전수탱크 (IRWST : In-containment Refuelling 

Water Storage Tank)는 설치하지 않아서, SDS에서 방출되는 증기는 SDS 끝

에 있는 파열판을 깨뜨리면서 바로 격납건물로 방출된다. 

원자력발전소의 RDT의 용량 선정을 위한 설계계산시 기존의 방법(

광 3,4 호기 경우)에서는 과도상태에 대한 해석이 없이 열역학적 평형상태

만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기존의 RDT 설계는 에너지보존법칙을 근간으

로 RDT내 수량(水量)을 결정한 후 안전밸브가 열려 증기분사기로 부터 

방출되는 증기가 수조에서 50%의 혼합효율로 응축된다는 가정하에 계산

된 RDT내의 수량을 2배 증가시켜 설계하 다. RDT의 설계시 방출되는 

증기가 형성하는 증기방울의 유동현상에 대한 고려가 없이 초기상태와 최

종상태만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그러나 증기가 방출되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순간적인 RDT의 과압에 대한 해석도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2상유동에서의 열전달 현상, 특히 증기 jet의 응축과 이동현

상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윤 , 1994] 따라서 관련 계통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증기의 거동과 응축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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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도현상에 의한 향을 포함한 설계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응축탱크(quenching tank)내로 분사되는 증기기포의 거동과 응

축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TMI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계

통이나 안전개념이 제안되었으며, 그중 비상노심 냉각계통(ECCS)의 하나인 

Accumulator의 작동을 용이하게 해 주는 자동감압계통(ADS : 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 또는 안전감압계통(SDS)이나 노심의 열을 제거

하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수를 제공하는 재장전수탱크(IRWST)등이 차세

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 반 될 새로운 안전계통들이다.

대량의 증기가 짧은 시간에 수조로 방출되어 발생되는 물/증기의 직접

접촉에 의한 응축현상(DCC : Direct Contact Condensation)은 BWR의 감

압수조(Suppression Pool)와 PWR의 냉각재 배수탱크 (RDT 또는 SDT) 

또는 재장전수탱크(IRWST)에서 일어난다.  IRWST에는 또한 비상시 냉

각수계통(RCS)의 압력을 적절히 낮추기 위한 자동감압계통의 증기분사기

(steam sparger)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이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고온의 증기를 저

온의 물과 직접 접촉시켜 응축시킴으로써 방출되는 증기의 열 및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되는 증기분사기는 증기 방출시 극심한 동적 

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조 계통 내부에 설치되는 열교환기나 수

조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관점에서 그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증기분사기 및 응축탱크에 대한 연구는 BWR의 PSS 

(Pressure Suppression System) 및 PRS (Pressure Relief System)의 설

계와 관련되어 미국, 일본등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APR1400에서 IRWST를 설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태리에서는 미국 Westinghouse사의 AP600 

노형에 대한 설계검증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감압계통 및 증기분사기에 대

한 대규모 실증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Incalcaterra et al.1993]

그러나 이러한 실험자료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증

기의 응축현상에 대한 규명과 공기방출시의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 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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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한 장기적 실험수행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증기분사기의 형상이나 

증기의 응축과 이동현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시 이러한 실험자료는 평가검

증이나 설계용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 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

의 실험자료나 분석자료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2. 직접접촉에 의한 물/증기의 응축현상

물/증기의 직접접촉에 의한 응축(DCC)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BWR의 감압수조, PWR의 원자로 배수탱크 (RDT) 또는 재장전수탱크

(IRWST) 등에서 일어난다.  가동중인 BWR에는 대형의 응축수조가 설치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PWR의 경우에는 

RDT와 같은 소형의 응축탱크만이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다. 최근 

ABB-CE사의 system 80+
TM에는 새로운 설계기준사고인 급수의 완전상실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감압계통(SDS)과 함께 재장전수탱크

(IRWST)를 격납건물안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Westinghouse

사의 AP600에는 자동감압계통(ADS)과 함께 재장전수탱크(IRWST)를 설

치하도록 하고 있다. [배윤  등, 1994, Westinghouse, 1982] 

ABB-ATOM에서는 70년대부터 증기분사기의 형태나 위치 또는 응축

탱크의 형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은 주

로 증기의 응축과 이로 인한 진동이 구조물에 주는 향이었다. IRWST와 

같은 대용량 수조로의 방출은 초기 공기 방출시의 압력하중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건전성측면이 중요한 반면, RDT와 같은 제한된 크기의 응축탱

크의 경우에는 운전중 응축탱크를 가압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증기

분사기의 형상이나 증기의 응축과 이동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열전달 또는 유체역학적인 변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구경 배

관으로 증기가 방출되는 소규모로 축소된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응축현상을 분류하거나 해석하는데 한정되어 왔으며, 따라서 실제 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실험이나 분석자료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실규모의 실험을 통하여 증기가 방출되는 최후의 

구조물인 증기분사기에 가해지는 하중과 증기의 불안정한 응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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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이 수조 벽면에 주는 향을 분석하 다.

실제로 발생되는 증기분출 과정을 살펴보면, 가압기로 부터 증기분사

기를 통해 증기가 방출되기 시작하면 먼저 증기분사기안에 있던 물이 

려나가는 water clearing단계를 지나 공기가 려나오는 air clearing단계

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증기분사기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려나온 공기는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상호간의 작용에 의해 합쳐지

기도 하고, 수면을 어 올리며 (Pool Swelling),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면 

증기가 정상적으로 방출되면서 정상적인 응축이 일어난다. 이후 증기량의 

방출이 줄어들어 임계치에 도달하면 물이 준주기적으로 증기분사기 안으

로 빨려 들어갔다 나오는 반복적인 처깅(chugging)현상이 일어난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증기분사기를 통한 물, 공기, 그리고 증기의 연속적인 

분출시 발생하는 압력하중진동이 증기분사기 및 수조에 미치는 향을 규

명하고 증기분사기 성능검증자료 및 IRWST의 설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하

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즉, 분출 초기의 공기방출시에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력하중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증기분출시에는 물-증기의 직

접접촉응축특성과 증기분사기의 형상에 따른 응축성능 및 압력하중의 측

면에 중심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단계적 진행 및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직접접촉응축 기초실험

(1) 단공(Single-hole) 노즐 실험

연구의 초기단계로서 단공의 노즐의 사용한 증기의 분출시 물-증기의 

직접접촉응축 열전달 성능을 검증하고, 각 변수별 응축하중의 특성을 규명

하 고, 응축 역도(Condensation Regime Map)를 생산하 다.

(2) Two-Hole 실험

인접한 증기제트간의 간섭효과규명을 위한 실험으로서 단공노즐자료를 

다공 증기분사기에 적용하기 위한 중간단계실험을 수행하여, 증기제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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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으로인한 응축특성의 변화를 규명하 고, 또한 증기응축에 향을 주

는 변수로서 증기제트주위의 응축수의 속도의 향을 규명하 다.

나. 최적 증기분사기 실험

(1) 1inch 증기분사기 실험

증기분사기의 형상에 따른 수조내 응축하중특성 및 열혼합성능등의 증

기분사기 성능평가실험을 수행하 다. 분출구의 P/D율과 배열이 하중 및 

열혼합성능에 미치는 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 으며, 증기분사기의 형상

변수를 포함한 응축진동수관계식을 제시하 다.

(2) 2inch 증기분사기 실험

1inch 증기분사기 실험을 통해 얻어진 최적의 증기분사기를 사용하여 

고온,고압 증기의 분출시 발생하는 응축하중에 대한 향을 변수에 따라서 

설명하 다. 

다. IRWST/Sparger 최적설계안 도출실험

(1) APR1400 원형증기분사기 실증실험

APR1400 원자로에서 사용될 원형 증기분사기 1개를 사용하여 각 변

수에 따른 공기분출하중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규명하 고 관련요소의 설

계 및 성능검증을 위한 기본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2) IRWST내 열혼합 특성실험

증기분출에 의한 수조내 온도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원형의 수조

내로 증기분사기를 사용하여 증기를 장시간 분출하여 수조내 열혼합현상 

및 이에 따른 수조내 온도분포를 실험적으로 규명하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물-증기의 직접접촉에 의한 응축열전달

성능을 규명 하 고, 공기 및 증기의 분출시 발생하는 압력하중의 향을 

평향하기 위한 실험자료생산을 통해 직접접촉응축 메카니즘규명, 

APR1400의 설계개선 및 성능평가에 기여하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

련의 실험결과를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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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접접촉응축 기초실험

1. 단공(Single-hole) 노즐 실험

대량의 증기가 과냉각 수조로 방출되어 물과의 직접접촉에 의해 응축

되는 현상은 원자력 발전소 운전 중 및 산업체의 제조공정에서 일어난다. 

직접접촉에 의한 응축 열전달 현상은 매우 큰 열전달계수를 수반하므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지만, 물리적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규명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

는 주로 실험에 의존하고 있다.

Weimer [1973]는 증기-물 및 에틸렌 리콜-이소옥탄의 경계에 대해서 

응축되는 제트의 길이를 구하 다. 폐 탱크에서 실험을 수행하 기 때문

에 탱크내의 압력이 변화함에 따른 제트 길이의 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복잡한 응축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쵸킹 유동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제트의 응축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노즐 출구 부근의 등엔트로피 구역

과 그 이후의 난류 혼합 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Kudo[1974]는 원추형상의 증기제트에 대해 실험 및 이론적 해석을 수

행하 는데 이론적 해석에서는 증기제트를 노즐에서 비교적 가까운 초기

역과 먼 주 역으로 구분하 다. 초기 역은 Prandtl-Taylor의 혼합거리

이론을 적용한 경계층 이론을 도입하여, 난류확산에 의해 열전달이 발생한

다고 가정하여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 다. 주 역은 축대칭에서의 단상제

트를 가정하여 적분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Del Tin[1982]은 고속의 증기가 과냉각수 내로 분출되어 응축되는 경

우에 증기 제트길이 및 유동장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 으며, Kudo에 의

해서 수행되었던 경계층방정식을 수정하여 얻은 해석적 결과와 비교하

다.

Kerney[1972]은 증기제트의 와해가 일어나지 않는 쵸킹 상태에서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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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의 길이를 수조온도 및 증기 질량속 등의 변수로 표시하는 실험을 수

행하 다. 분출되는 증기 제트를 분석한 결과 노즐의 출구 압력이 주위 수

조의 압력 보다 상당히 큰 경우에 증기제트가 급격히 팽창되어 노즐 출구 

부근의 증기제트 직경은 노즐 출구 직경 보다 커짐을 보 다.

Chun[1996]은 수직관 및 수평관 노즐에서 과냉각수로 증기가 방출되

는 실험을 수행하여 증기제트 길이와 응축열전달 계수를 구하 으며, 증기

응축시의 역도(regime map)를 작성하 고 이를 그림 3.2.1에 표시하

다. 

본 실험에서는 수평직관노즐을 통하여 안정된 형상을 갖는 증기제트가 

응축탱크로 방출될 때, 내경이 5 mm에서 20 mm까지의 다섯 가지 노즐에 

대해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과냉각 수조로 안정된 형상

의 증기제트가 방출되는 모습을 고속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 하여 

증기제트 최대 직경, 증기제트 길이 및 응축열전달계수를 구하 다. 무차

원화된 증기제트 길이와 응축 열전달계수를 증기 질량유량 및 응축추진 

포텐셜의 함수로 나타낸 상관식을 구하 고 증기제트  내부와 주위 물의 

온도분포를 구했으며, 증기 질량속, 수조온도 및 노즐 내경이 미치는 향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를 좌표로 하는 응축 역

도(condensation regime map)를 처깅(chugging), 천이처깅(transient 

chugging), 응축진동(condensation oscillation), 안정응축(stable 

condensation), 방울응축진동(bubble condensation oscillation) 및 그리고 

간헐진동응축(intermittent oscillation condensation) 등의 여섯 가지 역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수조 벽면에서의 동압을 측정하 고, 증기 질

량유량과 수조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증기 응축모드와 동압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가.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1) 실험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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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장치는 그림 3.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응축탱크(quenching tank), 증기분사기(steam sparger), 증기공

급 배관(steam supply line) 및 관련 밸브들, 그리고 각종 계측기기들로 구

성된다. 증기발생기는 300 kW 용량의 전기heater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

고, 10기압조건에서 최대 0.1 kg/sec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원이 표 3.2.1에 나타나 있다. 

응축탱크는 부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경 1 m, 길이 1.5 m의 원통형

으로서, 과냉각수가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채워진다.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되는 포화증기가 증기분사기를 거쳐 응축탱크내의 냉각수 속으로 분

출되는 과정에서 물과 증기의 직접접촉에 의한 응축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응축탱크에는 냉각수 공급배관(water supply line), 배수배관, 안전밸

브 및 수위측정기(DP transmitter), 압력계(PT transmitter), 온도계

(K-type T/C) 등의 계기가 설치된다. 각종 측정 센서의 위치를 그림 3.2.3

에 표시하 고, 응축수로 분출된 증기의 온도분포를 측정하기위한 열전대 

집합체(T/C Spool-piece)의 상세 도면을 그림 3.2.4에 표시하 다. 

증기발생기와 증기분사기를 연결하는 증기공급배관은 직경 1인치의 튜

브로 되어 있으며,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되는 포화증기가 증기 공급배관을 

거쳐 증기분사기를 통해 응축탱크내로 분출된다. 증기 공급배관에는 유량

계 및 격리밸브, 유량조절밸브, 배수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때 사용되

는 vortex형 유량계의 사양이 표 3.2.2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압력계(PT) 

및 온도계(T/C)를 설치함으로써 공급되는 증기의 특성을 측정하게 되며, 

이들 계기는 지시계(indicator)를 통하여 측정값을 지시(PI, TI)함으로써 

운전상황을 보여주게 된다.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공급수는 저장수조에서 

일정온도(70∼80℃)까지 예열된 후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도록 하여 공급수

내에 존재하는 미세기포의 제거와 저온의 물이 증기발생기로 공급됨으로

써 실험시 발생하는 급격한 증기압의 저하를 막도록 하 다. 증기발생기 

출구와 유량계 사이에는 배관 예열용 열선(heat tracing cable)을 설치하여 

증기공급배관과 유량계 후단을 예열시킴으로써, 실험초기에 격리밸브의 개

방에 따른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유량계의 손상을 방지하고, 실험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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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증기의 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증기분사기를 통하여 응축탱크내의 냉각수 내부로 분출되는 증기 jet 

및 그 주위 유동장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응축탱크의 3면에 관찰용 

window를 설치하고, 촬 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분사되는 증기의 

거동을 촬 할 수 있도록 하 다.

(2) 증기분사기(Nozzle)

증기jet의 유동실험에 사용되는 증기분사기는 직관의 선단에 한 개의 

증기분출 구멍이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노즐형태로 되어 있다. 제1단계 

실험을 위한 증기분사기(Nozzle)는 선단의 증기분출구멍이 5, 7, 10, 15, 

20mm의 5종류로 제작․실험 하 고, 증기분사기에 관한 제작사양을 표 

3.2.3에 표시하 다.

(3) 유량계(Vortex type Flowmeter) 보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량계(Vortex type Flowmeter)는 질량 보존 법

칙을 기본으로한 일정체적 방법(constant volume method)을 사용하여 보

정하 다. 이를 위하여 탱크내 일정수위에서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관(그림 3.2.2의 Drain Line-B)을 설치하여 유량계 보정관련 실험의 처음

과 끝 상태에서 응축탱크내 물의 체적을 일정(1.076m
3)하게 유지 할 수 있

도록 하 다. 또한 일정시간동안 배출관을 통해 배출된 물의 무게를 측정

하여 분출된 증기의 유량을 계산하 으며, 배출된 물의 무게 측정에 사용

된 저울의 사양을 표 3.2.4에 기술하 다.

그림 3.2.5에서 배출된 물의 질량은 온도 변화에 따른 물의 도 변화

에 기인한 물의 양과 노즐에서 분출된 양의 합으로 다음과 같다.

                  Mover =  (ρ i-ρ f)V+ mΔt

따라서 

             m =  
Mover-(ρ i-ρ f)V

Δt
                (3.2.1)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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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T    :  time span

Mover  :  overflowed water mass

V     :  volume of water

ρ i     :  initial water density

ρ f     :  final water density

물의 도 ρw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이것을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도를 계산하는 별도의 부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탱크내 물의 부피는 

탱크 수위(level)에 대해 보정하 다. 유량의 계산과 그에 필요한 데이터의 

취득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그림 3.2.6은 탱크 수위와 

물의 부피에 대한 보정 곡선이다. 보정은 우선 수위와 물의 질량으로 하

고, 얻어진 테이타를 23.6
oC 일때의 물의 도(997.47kg/m3)로 나누어 부피

를 계산하 다.

식 3.2.1을 사용하여 유량계 보정 실험을 각각의 노즐에 대해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표 3.2.5와 그림 3.2.7에 나타내었다. 얻어진 자료는 유량계

와 연결된 유량 컴퓨터의 액정화면에 지시된 값과 비교 하 으며, 유량계

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형 관계식을 사용하여 보정식을 얻었다. 그림 3.2.7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자료는 보정식으로부터 5%의 편차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 다.

(4) 자료취득장치 및 프로그램

본 실험에서는 자료의 취득을 위하여 DT-2839 A/D 

converter(16DI/32SE)를 main board로 사용하고, DT-2896 channel 

expander board(48DI/96SE)로서 입력단자를 확장하여 27 channel을 사용

하 다. 열전대(Thermo-couple, K-type)는 열전대 전용 amplifier를 사용

하여 0∼10V의 선형 신호로 증폭한 후 온도 점보상기(Ice Point 

Reference Unit)에서 신호를 보상하여 사용하 고, 동압계(Dynamic 

Pressure Transmitter, PCB)는 전용 신호 교정기(Signal Conditioner)를 

사용하여 0∼5V의 신호가 자료취득장치(DAS)로 입력되도록 하 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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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측정을 위하여 Rosemount 사의 Smart형 압력계를 사용하고 signal 

conditioner를 거쳐 1∼5V의 신호가 DAS로 입력되도록 하 다. 압력계와 

유량계의 보정 함수식을 표 3.2.6에 표시하 고,  A/D converter의 연결도

와 자료 취득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2.8∼9과 같고, 각 단자별 측정기기

의 연결관계는 표 3.2.7에 나타내었다. 유량계로부터의 신호는 유량 컴퓨터

에서 온도와 압력을 사용하여 도와 곱해져 DAS에 입력된다. 유량계의 

설치 상황은 그림 3.2.10에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열전대와 전용 

amplifier, 점보상기, signal conditioner등의 기술사양은 표 3.2.8, 9, 10, 

11에 표시하 다.

증기제트 형상을 촬 하기 위해 할로겐등(halogen lamp)을 고속 비디

오 카메라가 설치된 반대측 관찰창에서 비추었으며 촬 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할로겐등과 고속 비디오 카메라를 일정

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 다. 안정한 형상을 유지하는 증기제트는 관성력이 

부력에 비해 매우 커 노즐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하가 대칭인 모습을 보

다. 증기제트 형상촬  실험은 물 온도가 상승하여 불안정한 증기제트 형

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응축 역도 작성 및 탱크 벽면의 동압 측정을 위한 실험은 증기제트 

형상촬  실험보다 광범위한 증기 질량속 및 수조온도에서 수행되었다.

증기분사기의 잠김깊이는 자유수면으로부터 30cm로 고정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된 노즐 내경 및 실험조건을 표 3.2.12에 표시하 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1) 증기제트 형상

표 3.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경이 서로 상이한 다섯 개의 단일 노

즐에 대하여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안정된 형태를 

보이는 제트형상에 대하여 고속 비디오를 촬 하 다. 촬 된 비디오 테이

프를 scanning하여 정지화면을 얻었고, 정지화면은 PAINT SHOP PRO 

software를 사용하여 편집하 다. 안정된 증기제트 형상은 원추(cone)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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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타원(ellipsoid) 형상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증기 질량속이 작

을수록 수조온도가 낮을수록 원추 형상을 나타내며, 증기 질량 속이 클수

록 수조온도가 높을수록 타원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3.2.11 및 12는 전

형적인 원추 형상과 타원 형상의 증기제트를 보여준다. 

증기제트 타원형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증기제트의 팽창현상이 발

생되어 노즐 출구 직후의 증기제트 직경보다 증기제트의 진행 방향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의증기제트 직경이 크게 된다. 이는 노즐 상류의 압력

과 배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underexpanded jet에 의한 팽창파

(expansion wave)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노즐 출구 가까운 

부근에서는 증기제트가 팽창되는 효과가 주위 물에 의해 응축되는 효과보

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팽창비(expansion ratio)는 노즐 내경에 대한 최대 증기제트 직경을 나

타낸다. 그림 3.2.13은 5 mm 노즐에 대하여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 변화

에 따른 증기 팽창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

기 질량속이 동일할 때 수조온도가 증가할수록, 또한 수조온도가 동일할 

때 증기 질량 유량이 증가할수록 팽창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경향은 다른 노즐에 대해서도 유사하 다.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가 

동일한 경우 노즐 내경이 팽창비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 다. 본 실험조

건에서 증기 팽창비는 1.05 ∼ 2.31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증기제트 길이

증기를 과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조내에서 완전히 응축시키는 

것이 공학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응축탱크 내로 분출되는 증기제

트 길이를 광범위한 운전 조건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증기제트 길이는 고속 비디오 카메라로 촬 된 증기 제트 형상을 PAINT 

SHOP PRO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구하 다. 각각

의 그림마다 동일한 편집 조건에서 증기 제트 길이를 구하기 위해 명암

(contrast) 및 밝기(brightness)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를 최소화하 다. 7.1 mm 노즐에 대해 증기제트 길이를 노즐 내경으로 나

눈 무차원화된 증기제트 길이는 그림 3.2.14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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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바와 같이 증기 질량속이 동일할 때 수조온도가 증가할수록, 또한 

수조온도가 동일할 때 증기 질량속이 증가할수록 무차원화된 증기제트 길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노즐에 대해서도 유

사하 다.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가 동일한 경우 노즐 내경이 무차원화된 

증기제트 길이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 다. 본 실험조건에서 구한 무차원

화된 증기제트 길이는 2.05 ∼ 11.3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rney 

등[1972]에 의해 수행된 바와 같이 무차원화된 증기제트 길이를 증기 질량

속과 응축추진 포텐샬(condensation driving potential)의 함수로 구한 상관

식은 식 (2.2.2)과 같다. 

    l
d i
=0.503B

- 0.70127
(
G
Gm
)
0.47668                          (3.2.2)

여기서 l은 증기제트 길이, di는 노즐 내경, G는 증기 질량속을 나타낸

다. 또한 B는 Cp (Ts - Tf) / (hs - hf) 로 표시되는 응축추진 포텐샬

(condensation driving potential)이며 Cp는 물의 비열이고 Gm = 275 

kg/m
2-s  로서 대기압에서 임계 증기 질량속을 나타낸다. 이 상관식은 증

기 질량속이 증가할수록 응축추진 포텐샬이 감소할수록 무차원화된 증기

제트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2.2.15는 타 연구자

[Kerney, 1972, Chun, 1996]에 의해 제시된 상관식과 본 연구의 상관식에 

의해 구한 증기제트 길이를 비교한 것이다. 증기 질량속이 증가할수록 수

조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제트 길이가 증가하는 정성적 결과는 일치하고 

있으나 정량적 결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관식을 만들

기 위해 수행되었던 증기 질량속 및 수조온도 범위 등의 실험조건이 서로 

다르며 증기제트 끝부분을 결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이유로 판단된다.

(3) 응축열전달계수

응축열전달계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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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G Ae (hg - hf)

A ΔT
                          (3.2.3)

여기에서 G는 방출된 증기 질량속, hg는 수조로 유입된 증기 엔탈피, 

hf는 응축수 엔탈피, A는 증기제트와 응축수 경계에서의 단면적, ΔT는 증

기제트와 응축수의  온도차를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증기제트 경계면은 매

우 거칠어 응축수와 증기제트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열전달 면적을 산

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해석의 편이를 위해 Chun[1996]
 및 

Aya 등[1991]에 의해 수행된 바와 같이 증기제트와 탱크 내부 물 경계는 

매끈한 것으로 가정하고 경계면의 단면적을 계산하 다. 이와 같은 가정은 

응축열전달계수를 계산하는데 어느 정도 오차를 초래하리라고 생각되지만 

계산값의 차수(order)를 변화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조온도는 탱크에 설치된 5개의 열전대 온도를 평균한 산술 평균 온도를 

사용하 다. 증기제트 온도는 증기제트 내부의 축방향 온도를 직접 측정하

여 이를 산술 평균한 결과를 사용하 다. 

 계산된 응축열전달계수는 1.24 x 10
6 ∼ 2.06 x 106 W/m2-oC 정도의 

매우 큰 수치로서 타 연구자
5,8)에 의해 제시된 열전달계수와 동일한 차수

다. 이는 과냉각수로 직접 증기를 방출되어 응축시키는 방법이 응축탱크

의 공간상 제약을 고려할 때 매우 유효한 냉각방식이 됨을 의미한다. 응축

열전달계수의 상관식을 구한 결과는 식 (3.2.4)와 같다. 

  h=1.4453 C p Gm B
0.03587 (

G
Gm
) 0.13315                        (3.2.4)

식 (3.2.4)에 의하면 증기 질량속이 동일할 때 수조온도가 감소할수록, 

또한 수조온도가 동일할 때 증기 질량속이 증가할수록 응축열전달계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섯 종류의 노즐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 기 때문에 노즐 내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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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수조온도나 증기 질량속 변화의 수에 비해 작아서 노즐 내경은 

실험 상관식의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

조 온도와 증기 질량 유량이 동일할 때 노즐 내경이 작을수록 응축열전달

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오차분석

앞에서 구한 증기제트 길이와 응축열전달계수 상관식에 대해 계측기에 

의해 발생되는 오차분석을 수행하 다
7). 독립변수 x1, x2, x3, ..., xn 등으로 

표시되는 물리량 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고 하자.

     N = f(x1, x2, x3, ..., xn)   (3.2.5)

여기에서 x1, x2, x3, ..., xn  등이 측정된 변수로서 각각 ±δx1, ±δx2, 

±δx3,...., ±δxn 의 오차를 가진다고 하면 N의 오차 δN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N ±δN = f(x1±δx1, x2±δx2, x3±δx3, ..., xn±δxn)      (3.2.6)

함수 f를 Taylor 급수로 전개하고 고차항을 무시하여 정리하면 식 

(3.2.7)과 같은 오차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다.

δN =  ∣δx 1
∂f
∂x 1

∣+∣δx 2
∂f
∂x 2

∣+∣δx 3
∂f
∂x 3

∣+.....+∣δx n
∂f
∂x n

∣  (3.2.7)

실험에 사용된 증기유량계의 오차는 ± 3.5 %  이고 열전대의 오차는 

± 1.5 %  이다.

무차원화된 증기제트 캐비티 길이 상관식의 계측기에 의한 오차는 증

기 질량속과 과냉각도의 편미분치의 절대값으로 표시되므로 이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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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식 (3.2.8)과 같다.

     δ( l
d i
)=∣δG

∂(
l
d i
)

∂G
∣+∣δΔT

∂(
l
d i
)

∂ΔT
∣     

            = ∣0.4768 8 δG
G
(
l
d i
)∣ + ∣-0.70127

δΔT
ΔT

(
l
d i
)∣ 

            = 0.0272( l
d i
)                               (3.2.8)

응축열전달계수 상관식의 계측기에 의한 오차는 증기질량속과 과냉각

도의 편미분치의 절대값으로 표시되므로 이를 정리하면 식 (3.2.9)와 같다.

   δh=∣δG ∂h
∂G
∣+∣δΔT

∂h
∂ΔT

∣     

      =  ∣0.1331 5 δG
G
h ∣+ ∣0.03587

δΔT
ΔT

h∣ =  0.0052h    (3.2.9)

(5) 중심축방향 온도분포 

그림 3.2.16은 원추 형상을 보이는 증기 질량속이 280 kg/m
2-s인 20 

mm 노즐의 중심축방향 온도를, 그림 3.2.17은 타원 형상을 보이는 증기 

질량속이 600 kg/m
2
-s인 10.15 mm 노즐의 중심축방향 온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심축 온도분포는 노즐에서 가까운 역과 

노즐로부터 멀리 떨어진 역에서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여준다. 

   노즐에서 가까운 역에서 중심축 온도는 수조온도가 낮을수록 온

도가 낮아진다거나 또는 노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지 않고, 수조온도나 노즐 중심에서의 거리와 무관한 경향을 보인

다. 이는 주위의 물과 증기가 섞여 응축되는 효과가 중심축까지 미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림 3.2.16의 경우 주어진 탱크 물 온도에서 중심축 온도

는 축 방향의 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심하지 않은 단조로운 모양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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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 mm 노즐의 경우 원추 형상을 이루고있어 증

기제트에서 팽창파에 의해 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3.2.17에서 보여지듯이 증기제트 형상이 타원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주어진 수조온도에서 중심축 온도가 단조로운 분포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축 방향의 거리에 따라 감소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도 증감폭은 

약 25 
o
C 정도 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derexpanded jet에서 

발생하는 팽창파가 온도에 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즐 내경이 다른 노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노즐로부터 멀리 떨어진 역에서 중심축 온도는 주위 물 온도가 동일

할 경우 노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낮아졌으며 또한 동일한 축 방향 거리

에서 주위 물 온도가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기

제트 끝부분에서 중심축 온도는 주위 물 온도 변화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증기제트가 원추 형상을 나타내든지 타원 

형상을 나타내든 지에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 역은 주위의 물과 증기가 

충분히 섞여 응축된 효과가 나타나는 곳으로 판단된다. 노즐 내경이 다른 

노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6) 반경방향 온도분포

그림 3.2.18은 원추 형상을 보이는 증기 질량속이 280 kg/m
2-s인 20 

mm 노즐의 반경방향 온도를, 그림 3.2.19는 타원 형상을 보이는 증기 질

량속이 600 kg/m
2
-s인 10.15 mm 노즐의 반경방향 온도를 나타낸다. 그림 

3.2.18에 도시된 그림 중에 노즐 중심으로부터 축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X 

= 5 mm, 10 mm 및 40 mm인 경우는 증기제트가 포함된 반경방향 온도

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기제트 내부의 온도는 중심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팽창파에 의한 온도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X = 40 mm인 경우는 증기제트 끝부분을 포함하는 것으

로 이곳에서는 이미 주위 물과 어느 정도 응축반응이 일어나 최대 온도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X = 100 mm의 경우는 증기제트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반경방향 온도가 중심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낮아지는, 단상

제트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9에 도시된 그림 중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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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 중심으로부터 축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X = 5 mm 및 10 mm인 경우는 

증기제트가 포함된 반경방향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기제트 최대온도

가 중심축이 아닌 축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증기제트가 팽창하여 온도는 팽창파에 의한 향을 받고 있음

을 보여준다. X = 40 mm 및 100 mm인 경우는 증기제트를 포함하지 않

은 것으로 반경방향 온도가 중심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낮아지는, 단상제

트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7) 응축 역도(condensation regime map)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의 변화에 따른 응축 역도를 그림 3.2.20에 표

시하 다. 본 응축 역도는 처깅(chugging, C), 천이처깅(transient 

chugging, TC), 응축진동(condensation oscillation, CO), 안정응축(stable 

condensation, SC), 방울응축진동(bubble condensation oscillation, BCO) 

및 간헐진동응축(intermittent oscillation condensation, IOC) 등의 여섯 

역으로 구성되었다. 증기 질량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응축모드는 처깅, 천

이처깅, 응축진동, 그리고 안정응축 등으로 변하게 된다. 응축진동 역에서

는 물-증기의 경계가 노즐출구의 바깥부분에서 유지되나 경계면의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증기제트가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에 따라

서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안정응축조건에서는 물-증기 경계면에서

의 응축율과 증기의 공급량이 평형을 이루어 원추형이나 타원형 등과 같

은 일정한 모양의 증기제트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응축모드는 수조온도에

도 향을 받는다. 그림 3.2.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축진동이나 안정응

축 역이 온도가 80℃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방울응축진동 역과 간헐

진동응축 역으로 바뀜을 알 수 있다. 방울응축진동 역은 응축수의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응축율이 감소하게 되어 분사된 증기가 제트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증기방울을 형성하여 응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90℃이상의 

조건에서는 증기제트가 응축수내에서 제대로 응축하지 못하고 자유수면위

로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실하게 관찰되었다. 응축진동 역은 응축수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폭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응축수의 온도가 상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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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정응축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기 질량속이 증가 해야함을 

의미한다. 응축 역도는 타 연구자[Aya, et al., 1991.]에 의해 제시된 응축

역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응축진동 역과 안정응축 역의 경계는 증기 질량속과 수조온도 그리

고 노즐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mo et al., 1978] 

응축진동과 안정응축은 증기제트의 형상과 압력파의 세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으나 노즐의 크기에 따라서 불

안정 역에서 안정 역으로 바뀌는 증기의 한계질량에는 차이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림 3.2.21은 노즐의 크기에 따른 응축진동과 안정응축 역의 

경계(한계질량속)를 표 3.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종류 노즐에 대한 실

험치를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노즐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 증기의 한계질량속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동압(dynamic pressure) 특성

동압측정센서(DPT)는 그림 3.2.2에 표시한 바와같이 노즐출구에서 방

출되는 증기가 직접 향하는 곳에 탱크바닥 면에서 50cm 노즐출구에서 약 

120cm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다.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95%에 해당하는 폭을 동압크기로 결정하 다. 그림 3.2.22와 

23은 10mm와 15mm 노즐의 경우에 증기 질량속의 변화에 따른 벽면에서

의 동압크기를 나타낸다. 수조온도가 낮은 역에서의 동압은 온도에 비례

하여 증가하고 일정 과냉각도에서 최대치를 보인 후 포화온도에 접근함에 

따라서 동압은 다시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 점선은 불안정 역에서의 동

압이며 실선은 안정 역에서의 동압을 나타내는데, 수조온도가 낮은 경우

에는 증기 질량속이 한계질량속 이하(불안정응축)에서의 동압이 한계질량

속 이상(안정응축)의 경우에 비하여 크게 관찰되었다. 증기의 질량유속이 

한계질량속을 넘어서면 증기제트는 안정상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응축수

의 온도에 따라 동압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계질량속 이하의 경

우 동압은 증기 질량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 으나 한계질량속 초과

시 동압은 반대의 경향을 보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기의 한계질

량속은 노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수조온도와도 관련이 있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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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한 10.15mm와 15.5mm 노즐의 경우 한계질량속은 250 ∼ 

360kg/m2-s정도로 관찰되었다. 그림 3.2.21과 그림 3.2.22 ∼ 23을 비교해

보면 동압은 응축모드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한 증기 

질량속 범위에서 최대동압은 수조온도가 60 ∼ 80℃에서 관찰되었고 수조

온도가 포화온도에 접근할수록 동압은 작게 관찰되었다. 이와같이 일정한 

온도범위에서 최대동압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최대동압이 발생하기 위

해서는 큰 증기방울이 급격히 응축되어야 하는데 큰 증기방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응축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증기방울의 빠른 응축을 

위해서는 낮은 응축수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Cho[1998]와 

Chun[1983] 등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대동압이 관찰되는 온도는 증기 

질량속과 관련이 있으며 그림 3.2.24에 증기 질량속에 따른 최대동압이 발

생하는 온도를 표시하 다. 노즐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대동압이 발생하는 온도는 증기 질량속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이와

같은 경향은 Del Tin[1982], Cho[1998], Sonin[1984] 등에 의해서도 관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공의 노즐에 의한 물-증기의 직접접촉 응축열전달에 

대한 기본 고찰을 위해 실험을 수행하여 응축 역도, 증기제트의 확장폭 

및 길이와 같은 응축특성 등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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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Steam Generator

o Type : Electric heater type

o Steam flow : Max. 0.1 ㎏/s

o Heater capacity : 315 ㎾

o Operating Pressure : Max. 9.3 Bar.g (safety valve :10.2 Bar)

o Dryness of outlet steam : > 99%

o Water supply : 500 ℓ/hr (demi. water)

o Power supply : 440V, 3∅, 60 Hz

o Material : Carbon steel

o Dimension : 2.24×1.73×1.83 ㎥

o Model    : REIMERS Electra Steam Inc., RHPH-375

Table 3.2.2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Steam Flow Meter 

   o Flow meter-1 :  OVAL사, 모델 VAW1025-D2D1-2111   

   - Size : 25A JIS 20K Wafer type  

   - Flow : 45 ∼ 721 kg/hr at 10 kg/cm
2
       

   - Output : Current or pulse          

o Press. Transmitter :  OVAL사, 모델 AMD200                

          - Range : 0 ∼ 15 kg/cm2  (Output : 4 ∼ 20 mAdc)  

      - Power : 24 Vdc                 

o Temperature Sensor : OMEGA사, Thermocouple

   - Type : T/C K-type (Size :      ) 

o Flow computer :  OVAL사, 모델 FC500  

- Input   : Flow (current or pulse), Temperature (T/C 

K-type), Pressure (4 ∼ 20 mA)  

   - Output : 4 ∼ 2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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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Specification of Nozzle used in  the Phase-I Test

Nozzle No.
Diameter

(d, mm)

Depth

(l, mm)
l/d Area(mm2)

1 5.00 39.55 7.91 19.635

2 7.10 40.55 5.71 39.592

3 10.15 40.15 3.96 80.914

4 15.50 41.35 2.67 188.692

5 20.00 43.00 2.15 314.160

Table 3.2.4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Digital Balance Meter

  o Model :  JR-30000D, PRECISA

  o Capacity :  31kg

  o Resolution :  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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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a)  Experimental Data for Flowmeter Calibration

No.

Q

(flowmener)

[Volts]

T(initial)

[℃]

T(final)

[℃]

Time

[sec]

Overflowed

water mass

[kg]

Remark

1 2.76 13.08 46.82 644.90 69.25

2  2.03 21.19 41.60 664.97 42.01

3 2.31 14.65 42.21 710.41 55.94

4 1.72 28.75 42.40 648.03 28.25

5 2.65 20.45 49.74 583.40 61.88

6 2.38 16.80 46.83 727.95 62.53

7 2.40 20.67 46.33 613.08 53.70

8 2.57 20.49 50.96 644.16 64.24

9 2.32 16.23 42.63 673.34 55.14

10 1.44 21.24 30.99 733.24 19.39

11 2.15 25.49 50.82 734.81 54.01

12 2.72 22.54 50.21 520.91 58.48

13 2.21 23.09 50.64 757.51 58.07

14 1.85 25.11 43.19 704.57 37.48

15 2.67 14.80 47.90 668.66 70.30

16 1.83 18.26 33.36 603.05 31.37

17 1.61 33.12 44.42 624.82 24.51

18 1.71 16.70 30.11 601.35 25.77

19 1.80 29.79 45.52 659.07 33.13

20 1.87 17.15 22.64 197.53 10.13

21 1.93 22.56 31.59 306.18 17.64

22 1.98 31.28 39.65 276.58 16.76

23 2.05 39.32 46.67 221.57 14.70

24 1.70 14.81 25.82 520.97 20.60

25 2.22 25.62 44.96 522.06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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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b)  Experimental Data for Flowmeter Calibration

No.

Q

(flowmener)

[Volts]

T(initial)

[℃]

T(final)

[℃]

Time

[sec]

Overflowed

water mass

[kg]

Remark

26 2.34 22.39 43.75 525.02 44.26

27 2.60 24.98 52.06 556.46 55.63

28 1.82 17.87 23.61 224.02 10.19

29 1.72 23.55 29.01 243.52 10.30

30 1.48 28.85 33.78 338.16 9.98

31 1.52 33.56 38.24 285.02 9.82

32 1.60 37.88 42.80 254.12 10.10

33 1.63 43.09 51.32 456.55 17.92

34 1.86 26.83 34.39 279.39 14.98

35 2.03 35.24 43.57 266.60 17.05

36 1.97 43.20 51.81 290.31 18.73

37 1.66 14.22 20.58 317.02 12.03

38 1.72 20.52 27.64 324.84 14.56

39 1.97 27.57 38.87 386.91 23.53

40 1.49 38.51 42.84 285.21 8.82

41 2.47 28.32 50.70 493.89 48.17

42 2.46 26.35 45.73 433.87 40.73

43 2.20 27.90 47.16 526.80 39.21

44 2.42 25.41 47.46 498.29 46.98

45 2.28 13.46 28.97 404.93 31.14

46 2.09 28.78 37.69 260.25 18.74

47 2.14 37.45 46.19 245.66 18.86

48 1.74 22.24 28.38 267.36 12.19

49 1.43 30.31 36.35 465.25 11.90

50 2.01 36.07 44.15 261.3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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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c)  Experimental Data for Flowmeter Calibration

No.

Q

(flowmener)

[Volts]

T(initial)

[℃]

T(final)

[℃]

Time

[sec]

Overflowed

water mass

[kg]

Remark

51 2.02 14.08 25.79 372.57 22.44

52 2.26 25.69 41.13 404.52 32.09

53 1.94 19.56 30.26 374.20 21.08

54 1.95 30.14 37.56 256.84 15.55

55 1.75 37.44 45.91 377.70 18.36

56 1.50 21.71 26.69 322.47 9.68

57 1.94 27.02 36.15 321.29 18.80

58 1.61 35.99 41.85 325.16 12.65

59 1.62 14.22 17.78 181.14 6.62

60 1.44 21.84 25.04 240.53 6.19

61 1.80 24.87 32.83 319.08 16.07

62 1.71 32.55 39.56 325.86 14.61

63 1.83 16.40 24.79 323.48 15.85

64 2.19 24.64 33.15 231.62 17.25

65 1.67 33.00 39.83 342.77 14.32

66 1.53 39.51 45.22 363.41 12.30

67 1.76 13.78 21.01 314.21 13.69

68 1.63 20.99 27.04 318.36 11.95

69 1.66 26.92 33.12 317.38 12.94

70 1.61 33.00 38.78 319.72 12.22

71 1.79 38.11 45.60 317.07 16.28

72 1.64 14.56 20.45 285.91 11.24

73 1.39 20.46 24.07 298.58 6.83

74 1.51 23.87 28.43 290.75 8.99

75 1.44 43.12 46.92 292.46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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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d)  Experimental Data for Flowmeter Calibration

No.

Q

(flowmener)

[Volts]

T(initial)

[℃]

T(final)

[℃]

Time

[sec]

Overflowed

water mass

[kg]

Remark

76 1.46 19.36 24.59 381.20 10.35

77 1.46 24.47 30.02 404.51 10.86

78 1.73 29.85 36.55 314.44 14.19

79 1.30 36.91 40.85 407.55 8.36

80 1.47 17.59 22.88 375.20 10.24

81 1.41 22.85 27.54 381.06 9.60

82 1.42 27.50 31.60 337.20 8.73

83 1.42 31.47 35.37 311.20 8.14

84 1.38 38.88 42.95 369.16 9.20

85 1.37 14.11 17.96 338.42 7.34

86 1.37 17.96 21.86 338.81 7.31

87 1.33 21.79 25.56 369.42 7.56

88 1.34 25.52 28.70 304.44 6.48

89 1.47 28.68 32.86 307.20 8.90

Table 3.2.6  Calibration Data of PT, LT and FT(Value=a+b×Volts)

Channel No. Items a b
Std.

Dev.
Unit

0 PT-1 -2.52 2.43 0.02 kPa

1 PT-2 -35.29 34.99 0.05 kPa

2 PT-3 -17.05 17.24 0.63 kPa

3 LT-1 -220.75 245.15 9.82 mmH2O

4 FT-1 -191.37 189.52 4.28 k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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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Instrumentations and DAS for the Phase-I Test

DAS1)

Channel

Sensor Signal Remarks

Name Model Location Range

00 PT-1 AMD-200 FM 
2)  

10 kg/cm
2 1~5 V

01 PT-2 Rosemount Nozzle exit 10 kg/cm
2 "

02 PT-3 " Tank 5 kg/cm2 "

03 LT-1 " " 1 m-H20 "

04 FT-1 OVAL FM-1 (25mm) 0.72 ton/hr " Vortex meter

05 -

06 -

07 -

08 TC-1 OMEGA (6.35mm) Pool water 0 ~ 500 'C 0~10V Dual, indicator

09 TC-2 " " " "

10 TC-3 " " " "

11 TC-4 " " " "

12 TC-5 WATLOW (4.8mm) Nozzle exit(Steam) " "

13 TC-6 OMEGA (6.35mm) FM-1 " " Dual, indicator

14 TC-7 WATLOW (1.6mm) Nozzle exit(water) " "

15 TC-8 " Steam Jet " " Jet center

16 TC-9 " " " "

17 TC-10 " " " "

18 TC-11 " " " "

19 TC-12 " " " "

20 TC-13 " " " "

21 TC-14 " " " "

22 TC-15 " " " "

23 TC-16 " " " "

24 -

25 DPT-1 PCB-112A2 Tank wall 50 psi 0~5V S/N : 14212

26 DPT-2 " " " " S/N : 14211

27 DPT-3 " " " " S/N : 14210

28 DPT-4 " " " " S/N : 14214

29 DPT-5 Druck-PDCR922 " 1 bar 0~10V S/N : 718318

30 DPT-6 PCB-112M247 Nozzle exit 100 psi 0~5V S/N : 

  * Note: 1) DAS : DT-2839 with DT-2896 (Diff. Input, Bipolar, 10V)

     2) FM : Flow Meter (Vortex type for steam flow)



- 36 -

Table 3.2.8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Thermocouples

(a) Thermocouple-1 : WATLOW사, AFELGHA320G4040

o Sheath diameter : ∅ 0.063 inch

o Sheath length : 32 inch

o Sheath material : 304SS

o Junction type : Single, grounded

o Usage : steam/water temperature

 (b) Thermocouple-2 : WATLOW사, AFHLGHA230G4040

o Sheath diameter : ∅ 0.188 inch

o Sheath length : 23 inch

o Sheath material : 304SS

o Junction type : Single, grounded

o Usage : steam/water temperature in tank

· (c) Thermocouple-3 : WATLOW사, AFELGHA030H4040

o Sheath diameter : ∅ 0.063 inch

o Sheath length : 3 inch

o Sheath material : 304SS

o Junction type : Dual, common, grounded

o Usage : steam suppl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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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9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Thermocouple Amplifier 

 o Input : 1 ∼ 100 mVdc          

o Output-1 : 4 ∼ 20 mA          

o Output-2 : 0 ∼ 10 Vdc         

o Accuracy : ± 0.1 % FS        

o Response time : < 0.05 sec    

o Mounting : 19" standard rack  

o Power supply : AC 110V, 60 Hz 

o Model : M-System사  11VK-2A4-C/C

Table 3.2.10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Thermocouple Ice Point

             Reference Unit

o Input : Thermocouples (K-type)   

o Channel : 24 point / unit        

o Type : Double cold type          

o Accuracy : 0.00 oC -> + 0.05 oC     

o Stability : 0.01 
o
C              

o Power consumption : 180 Watts   

o Power supply : 220 V, 60 Hz     

o Model : 열전자공업, FP-5-II-2-24KD            



- 38 -

Table 3.2.11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Signal Conditioner

o Input  : 4 ∼ 20 mAdc

o Output : 1 ∼ 5 Vdc 

o Conversion resistor : 250Ω ± 0.1 %

o Accuracy : ± 0.13 %

o No. of loops : 6 loops

o Model : Goldstar-Honeywell, KMW-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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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2  Test Matrix for the Phase-I Test

Case NO.

Experimental Parameter

Measuring ParameterNozzle Exit

dia.[mm]

Mass Flux

[kg/m2sec]

Mass Flow 

Rate

[kg/sec]

Case 5-1 5 1235 0.024

 1. Axial Temp.  

Distribution at the Pool 

Temp. 20, 40, 60, 80 oC

 2. Jet Shape at the 

Pool Temp.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o
C

 3. Tank Wall Pressure 

Transient at the Pool 

Temp. 20, 30, 40, 50, 60, 

70, 80 
o
C

5-2 5 1132 0.022

5-3 5 1004 0.019

5-4 5 920 0.018

5-5 5 870 0.017

Case 7-1 7 1048 0.041

7-2 7 920 0.036

7-3 7 870 0.034

7-4 7 600 0.024

7-5 7 460 0.018

Case 10-1 10 796 0.065

10-2 10 600 0.049

10-3 10 460 0.037

10-4 10 350 0.028

10-5 10 250 0.020

Case 15-1 15 440 0.083

15-2 15 350 0.066

15-3 15 250 0.047

15-4 15 200 0.038

15-5 15 150 0.028

Case 20-1 20 269 0.085

20-2 20 250 0.079

20-3 20 200 0.063

20-4 20 150 0.047

20-5 20 1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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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D.C.C Regime Map proposed by Kim, Y. 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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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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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Measuring location of each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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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5 Conceptual diagram for the calibration of flow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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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Relation between water level and volume in the quench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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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Comparison of flow rates between calculated values and 

measur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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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Conical cavity (nozzle ID : 20 mm, mass 

flux : 280 kg/m2-s, pool temp. : 40 ℃).

Fig. 3.2.12  Ellipsoidal cavity (nozzle ID : 10.15 mm, 

mass flux : 600 kg/m
2
-s, pool temp.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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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Expansion ratio vs. pool temp. (nozzle ID : 5 mm).

30 40 50 60 70 80
1.2

1.4

1.6

1.8

2.0

2.2

2.4

2.6

2.8

 Mass Flux : 870 kg/m2-s
 Mass Flux : 1004 kg/m2-s
 Mass Flux : 1188 kg/m2-s

Ex
pa

ns
io

n 
Ra

tio

Pool Temperature (oC)



- 52 -

Fig. 3.2.14  Dimensionless steam cavity length vs. pool temp. 

(nozzle ID : 7.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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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Comparison of steam cavity lengths with other 

correlations (nozzle ID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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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Axial temp. profile (nozzle ID : 20 mm, mass flux : 

28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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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Axial temp. profile (nozzle ID : 10.15 mm, mass flux 

: 6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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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Radial temp. profile (nozzle ID: 20mm, mass flux: 280 kg/m
2
-s, 

pool tem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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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Radial temp. profile (nozzle ID: 10mm, mass flux: 600 kg/m
2
-s, 

pool tem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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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Condensation regim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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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Typical transient boundaries between CO and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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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Variation of dynamic pressure at the wall 

(nozzle ID : 10.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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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Variation of dynamic pressure at the wall (nozzle 

ID : 1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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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Distribution of peak dynamic pressure with the 

variation of steam mass flux and pool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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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wo-Hole 실험

Two-hole 실험에서는 인접한 증기제트간의 상호작용이 직접접촉응축 

및 응축진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증기제트간의 상호이격거

리를 표시하는 P/D율을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하여 증기제

트간의 간섭효과가 응축진동수 및 하중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 다. 

기존의 물-증기 직접접촉응축에 관한 연구는 단공의 노즐을 사용하여 

이루어졌고 다고의 증기분사기에 대한 응축하중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다. Chan[1978]은 수직 하방으로 방출되는 증기제트가 과냉각수와의 

직접 접촉 응축시 발생하는 동압 특성을 직경 변화에 따라 분석하 다. 그

는 이 실험에서 응축수의 온도가 70℃ 이하의 저온 역에서의 응축은 비

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70℃ 이상의 역에서는 압력의 진동이 시작되

고 노즐의 직경에 따라서 동압 진동폭과 특성 진동주파수가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는 한계온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  동압 진동폭의 경우 응

축수의 평균온도가 한계온도 이하일 때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압력 진동

폭이 증가하 으나 한계온도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

다. 또한 Chan은 응축수의 평균 온도와 노즐 직경의 변화에 따른 동압 진

동폭은 노즐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주파수는 감소하고 진동폭은 증가함을 

확인하 다.

Simpson[1982]은 아음속 증기 제트(저 질량유속)의 응축 특성을 실험

적으로 고찰하 고, 위의 Chan의 주장을 확인하 다. 응축수의 온도, 증기

의 질량 유속, 그리고 증기 분출 구멍의 직경 변화에 따른 증기 제트의 거

동과 이로 인한 벽면에서의 동압 특성 등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 다. 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응축수의 온도와 증기분

사기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벽면의 동압 진동폭은 증가하 고, 주파수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또한 증기의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동압 진

동폭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Arinobu[1980]는 수직 하방으로 방출되는 증기의 질량유속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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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속 범위(5-100 kg/m
2
-s)의 Chugging과 응축 진동 현상에 대해서 압

력파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 다. 그는 응축 진동시 응축수의 온도와 

노즐직경이 증가할수록 응축 시 발생하는 압력파의 주파수는 감소하며, 증

기의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도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 

Fukuda[1982]는 특정진동주파수를 노즐직경과 과냉각도의 함수로서 

상관식을 제시하 으며 특성진동주파수는 응축수의 온도와 노즐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감소한다고 주장하 다. Damasio[1985]는 비교적 저유속의 

증기 질량유속(20-250 kg/m
2-s)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특성 진동주파

수를 구하 다. 그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즐직경과 응축수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특성 진동주파수의 크기는 감소하는 반면, 증기의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그의 실험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어떤 일정 유량에 이르게 되면 주파수의 감소율이 급격하게 커짐을 제시

하 다. 

APR1400에서 채택된 고려된 증기분사기는 다중 분사구을 가진 I 형태

를 가지고 있다. 비록 다중 분사구을 가진 증기 제트의 직접접촉 응축 현

상에 대한 몇몇 연구가 수행 되었지만 아직까지 다중 구멍을 가진 증기제

트의 효과는 잘 이해를 못해왔다. 더욱이 증기 제트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효과는 이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과냉

각수에 분출되는 두 개의 증기 제트의 배열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직접접촉 응축시 향을 끼치는 주요한 인자로서는 방출 증기의 질량

유속(Mass Flux), 증기분사기(Sparger)의 분출 형태 및 증기 분출 구멍의 

직경, 그리고 수조내의 응축수의 평균온도 등을 고려 했으며, 이를 토대로 

직접접촉 응축시 발생되는 동압력과 특성 진동주파수 관점으로 특정 온도

와 특정 질량유속에서 각 실험 결과들을 방출구의 배열에 따라  비교 분

석하 다. 증기제트에 의한 직접접촉응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250kg/m
2-s 이하의 저유량범위에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800kg/m
2-s 이상의 고유량까지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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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기분사기(Two-hole steam discharge device)

증기 분사기의 치수와 설계 도면은 그림 3.2.25에 나타내었다. 증기 배

출시 증기 분사기 안으로 흐르는 증기가 수조에 담겨져 있는 저온의 물로 

인하여 응축수에 분출하는 증기의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와 압력 감

소를 막기 위해 이중 파이프로 설계 했다.  증기 분사기의 2중 파이프는 

안쪽의 파이프가 1 inch, schedule 40을 이용하 으며 바깥쪽의 파이프는 

1.25 inch schedule 40을 이용 하 다. 따라서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는 

3.745 mm이다. 증기 분사기의 증기가 분출 하는 구멍의 직경은 10mm로

만 한정하 다. 증기가 분출하기 바로 직전의 증기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

기 위해 압력계 와 K-Type정온계를 설치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증기 

분사기의 방출구 배열형태는 그림 3.2.26에 잘 나타나 있다. 증기제트간의 

간섭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그림 3.2.26에 표시한 바와같

이 1개의 단공(type-A)증기분사기와 3개의 two-hole (type-B, C, D) 증기

분사기를 사용하 다. Type-B는 type-C에 비하여 증기제트의 간섭이 상

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나. 자료처리

특성 진동 주파수는 어떤 특정 현상에서 고유하게 발생되는 주요한 진

동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실험에서 이러한 특성 진동 주파수의 측정은 

수조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공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하게 다뤄져야 할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수조의 안

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응축진동주파수를 구했으며 

이러한 진동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FFT를 기반으로한 자료처리프로그

램(GAPF, GIRLS Analysis program based on FFT)을 이용하 다.

표본을 추출하여 대표값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은 평균값을 구하는 것

이다. 처음에 표본을 추출한 데이터들을 몇 구간으로 나눈 후 각 구간을 

FFT 변환을 시킨 후 나눈 구간으로 평균을 내서 주 주파수를 얻었다. 그



- 65 -

림 3.2.27은 이러한 개념을 간략히 표현하 다. 실험시간은 38초 동안 진행

하 으며 1초당 9600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측정된 자료는 GAPF를 사용

하여 진동주파수를 계산하 다. GAPF는 측정된 자료를 30구간으로 나누

고 각각의 구간에 대하여 FFT를 수행한 후 이를 평균하여 주파수를 계산

한다. 압력하중폭은 측정된 자료의 제곱평균값(Root Mean Square value)

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3.2.28과 29에 type-A의 경우 증기유량과 과냉각수 온도의 변화

에 따른 응축진동수의 변화를 각각 표시 하 다. 그림 3.2.28에서 보듯이 

증기유량이 300kg/m
2-s이하일 경우에는 증기유량이 증가할수록 진동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300kg/m
2-s이상의 역에서는 증기유량

에 따라 진동수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증기유량에 따른 응축

모드의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Fig. 2.2.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0kg/m
2-s 이하의 증기유량에서는 보통 응축진동(Condensation 

Oscillation)이 발생하게 되고, 300kg/m2-s 이상에서는 안정응축(Stable 

Condensation)모드에 의해 응축이 진행된다. 따라서 응축진동 역에서는 

증기유량이 증가할수록 응축하중과 진동수가 증가하고, 안정응축 역에서

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발생된다. Kerney 등[1972]은 응축진동과 안정응

축의 경계를 증기유량 275kg/m
2
-s 이라고 주장하 다. 응축진동수는 과냉

각수의 온도에 반비례함을 그림 3..2.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Type-B, C, D와 같은 two-hole의 증기분사기의 경우에도 단공의 증

기분사기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증기제트간의 간섭이 심

한 type-C의 경우에는 진동주파수의 감소를 관찰하 다.  그림 3.2.30에 

type-C 증기분사기에서 분사되는 증기제트의 모습을 표시하 다. 인접한 

증기제트의 간섭효과로 인하여 두 개의 증기제트 혹은 제트주변의 경계층

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제트의 끝부분에서는 간섭이 더욱 심해짐을 

볼 수 있다. 증기제트간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이러한 간섭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단일제트에의한 응축과는 다른 응축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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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37에 type-A, B, C, D에 의한 진동주파수의 변화를 비교하 다. 

예상한 바와같이 제트간의 간섭이 제일 심한 type-C의 경우가 단일증기제

트인 type-A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진동주파수를 보 다. 또한 제트의 방

향이 180도로 벌어져있는 type-B의 경우는 단일제트에 비해 낮은 주파수

를 보 으나 간섭이 보다 심한 type-C의 경우에 비해서는 높은 주파수특

성을 보 다. 

Kim [2001]은 증기가 분사되어 최대폭으로 확장되는 expansion area에

서는 과냉각수의 열전달을 무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 다. 그림 3.2.30에서 

보듯이 증기제트의 끝부분에서는 제트의 모양이 흩어져 수많은 작은 증기

방울로 되어 열전달면적이 증가되므로 물-증기의 직접접촉에 의한 열전달

은 주로 제트의 끝부분에서 발생한다. 응축주파수는 증기제트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증기제트의 크기가 커지면 증기제트의 수축 및 팽창에 의

해 발생하는 주파수가 작아지게 된다. 또한, 증기제트간의 간섭이 있을 경

우 증기제트 주위의 과냉각수의 온도는 단일 제트에 비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증기제트의 길이는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진동주파수는 상대적으

로 감소하게 된다. 

Type-B에 의한 주파수가 type-A에 의한 것보다 작은 이유는 증기제

트간의 간섭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증기제트 주위의 응축수의 속도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을 실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

험에서는 type-A의 실험조건중 응축수의 용량만을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

하 다. 즉, 응축수의 용량을 type-A의 실험조건에 비해 30%정도만을 수

조에 채우고 같은 조건에서 증기를 분출시켜 증기제트 주위의 응축수 속

도를 증가시켜 실험을 수행(I-series)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 다. 증기의 

분출시 응축수와 증기 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이 응축수의 속도에 향을 

주며, 이것은 증기가 응축수에 가하는 힘에의해 지배되므로 응축수의 용량

이 작아진다는 것은 증기가 응축수에 가하는 힘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

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응축수의 용량이 작은 경우의 응축수의 속도가 많

은 경우에 비하여 증가하게 된다. 증기제트 주위의 응축수의 속도가 빨라

지면 증기제트와의 속도차이가 작아지게되어 결과 열전달이 줄어들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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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결국 증기제트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림 3.2.38∼40에 결과를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A-series 보다 I-series의 경우에 응축주파수가 감소

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증기-물의 직접접촉응축에 있어서 증기주위의 

응축수의 속도 역시 중요한 특성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증기제트에 의한 간섭효과는 증기의 응축에 직,간접의  향

을 주며 이로인해 응축하중 및 진동수가 변화됨을 관찰하 다. 본 절에서

는 두 개의 증기제트에 의한 간섭효과를 응축주파수의 측면에서 주로 다

루었고, 다공의 증기분사기에서 분사되는 증기제트에 의한 간섭효과는 다

음절(제 3 장 제 3 절)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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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Design of Sp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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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Hole arrangements of sp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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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Conceptual diagram of GAP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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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Frequency vs. steam mass flux in case of 

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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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Frequency vs. pool temperature in case of 

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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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Photograph of steam jet in case of type-C for steam 

mass flux 200kg/m2-s and pool temperatur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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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Comparison of results at pool temperature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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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Comparison of results at pool temperature 

44∼46℃

100 200 300 400 500 600
Steam Mass Flux (kg/m^2s)

0

100

200

300

400

500

Fr
eq

ue
nc

y(
H

z)

Pool Temperature = 44~46 C

A-Series

B-Series

C-Series (Primary Frequency)

C-Series (Secondary Frequency)

D-Series (Primary Frequency)

D-Series (Secondary Frequency)



- 75 -

Fig. 3.2.33 Comparison of results at pool temperature 

54∼56℃

100 200 300 400 500 600
Steam Mass Flux(kg/m^2s)

0

100

200

300

400

500

Fr
eq

ue
nc

y(
H

z)

Pool Temperature = 54~56 C

A-Series

B-Series

C-Series (Primary Frequency)

C-Series (Secondary Frequency)

D-Series



- 76 -

Fig. 3.2.34 Comparison of results at pool temperature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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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Comparison of results at pool temperature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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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Comparison of results at pool temperature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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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Comparison of results at pool temperature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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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Results of I-series at pool temperatur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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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Results of I-series at pool temperature 

55℃

300 400 500 600 700 800 900
Steam Mass Flux

200

250

300

350

Fr
eq

ue
nc

y(
H

z)

Pool Temperature 55 C

A-Series

I-Series



- 82 -

Fig. 3.2.40 Results of I-series at poo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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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적 증기분사기 실험

1. 1inch 증기분사기 실험

본 실험에서는 제 2 절에서 설명한 two-hole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8가지 종류의 I-형 다공(multiple-hole) 증기분사기를 설계하여 증기분사기

의 성능을 응축하중과 수조내 열혼합 관점에서 비교하 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물-증기의 직접접촉응축현상은 원자로의 

사고나 천이운전시 발생하며 직접접촉응축특성은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해석적 또는 실험

적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응축시 발생하는 하중특성등과 같은 응축특성을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고, 더욱이 기존의 연구는 단공의 노즐을 사용한 연

구에 치중하고 있어 다공의 증기분사기와 같이 증기제트의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특성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3 절에

서 설명한 바와같이 제트간의 간섭효과에 대한 기초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증기분사기를 설계하여 이에 대한 응축성능실험을 수행하 다. 

단공의 노즐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중 Arinobu [1980]는 실험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의 응축진동 주파수에 관한 상관관계식을 제시하 다.

f = 0.8V/D[(CpΔT)/hfg]
1.4 

      (3.3.1)

여기서 f 는 주 진동주파수(Hz)이고 V는 노즐출구에서의 증기속도

(m/s)이다. 

Fukuda [1982]는 진동수는 수조내 응축수의 과냉각도 (degree of 

subcooling)에 비례하며 방출구의 직경에 반비례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고, 다음의 간단한 주파수 상관관계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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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60.0 ΔT / D    (3.3.2)

식 (3.3.2)에서 ΔT는 응축수의 과냉각도(℃)이다. 

증기분사기(Sparger)는 다공의 증기분사기구로서 분사된 증기제트간의 

심한 간섭효과로 인하여 단공의 노즐에서와는 다른 응축특성이 기대된다. 

방출구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한 간섭효과는 전 절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제

트주위의 응축수의 온도와 속도에 따라서 다른 응축특성을 보 다. 또한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 단공의 노즐에 대한 여러 상관관계식을 다공

의 증기분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기분사기의 형상변수에 의한 증기

제트간의 간섭효과 규명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단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섭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

하기 위하여 증기방출구의 배열과 방출구간 이격거리(P/D)를 변화하여 8

개의 다공 증기분사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본 실험의 목적은 다공 증기분사기에 의한 응축진동특성을 규명하고 이러

한 자료를 단공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서 제트간의 간섭효과를 설명하는 것

이다. 또한 증기분출시 수조내 열혼합성능을 증기분사기의 형상에 따라 비

교함으로서 증기분사기의 성능을 고찰하여 다음부분에 설명될 2inch 증기

분사기 실험에 적용하는 것이다. 

가.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장치는 제 3 장 제 2 절에서 설명한 장치를 사용하 다. 수조내 

열혼합현상과 증기분출시 응축으로 인한 압력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그

림 3.3.1과 같이 수조내 측정기의 위치를 수정하 다. 열전대의 위치는 전 

절에서 설명한 기초실험결과에 의하여 증기제트의 직접 향권을 벗어나 

응축수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 으며, 열혼합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에 총 9개를 설치하 다. 응축시 발생하는 고주파수의 응

축진동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piezoelectric형 압력측정기를 설치하 다. 

자료취득장치에서는 압력자료의 FFT 해석의 용이성과 고주파수의 응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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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압력을 재현하기 위하여 4,096Hz로 자료를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총 8개의 서로 다른 형상의 증기분사기를 사용하 다. 

방출구의 직경은 증기발생기의 용량을 고려하여 5mm로 결정하 으며 증

기분사기당 총 방출구의 개수는 20 ∼ 21개로 구성하 다. 방출구간의 이

격 거리인 P/D율은 2, 3, 4, 5의 4가지이고 방출구배열은 그림 3.3.1에서 

보는 바와같이 staggered와 parallel형의 2가지로 설정하 다. 전체 실험동

안 증기분사기의 잠김깊이는 방출구 집합부의 수직중심 위치로부터 36cm

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방출구의 총 면적은 증기분사기 유동면적의 70.7 

∼ 74.2%이다.

증기의 질량유속은 70 ∼ 215kg/m
2-s, 수조내 응축수온도를 30 ∼ 9

5℃의 역에서 실험하 다. 표 3.3.1에 실험조건 및 증기분사기의 기술사

양을 설명하 다. 실험조건에 도달하기까지 증기를 계속적으로 분사하여 

실험조건에 도달하면 자료취득장치가 구동되어 자료를 저장하게 되며, 이

러한 방법은 증기의 계속적인 분출과 더블어 응축수의 온도가 95℃까지 

높아질때까지 계속된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물-증기의 직접접촉응축은 주로 증기의 질량유속과 응축수의 온도에 

많은 향을 받는다. [Kim et al., 1996] 증기유속이 55 ∼65kg/m
2-s 이하

인 경우에는 증기가 방출구의 전후에서 심하게 진동하는 chugging 현상이 

발생한다. [Chan et al., 1978] 증기유속에 약 70kg/m
2-s인 경우에는 물-증

기의 경계면에서 주기적인 압력하중파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을 

응축진동(Condensation oscillation)이라고 한다. 그림 3.2.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같이 응축진동 역은 수조의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증기유속에 250 ∼ 300kg/m
2-s에서 안정응축 역으로 천이된다. 그림 

3.3.2에 증기유속에 106kg/m
2
-s이고 증기분사기 6번(SP6)을 사용할 경우

의 증기분출시 사진을 표시하 다. 응축수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

제트의 길이와 직경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각각의 증기제트는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그림 3.3.3에 증기유속에 141kg/m2-s이고 Sp8경우에 대한 압력진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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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표시하 다. 응축수온도가 낮은 경우의 압력신호는 낮은 진폭에 비교

적 고주파수의 특성을 보 으나, 수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폭이 커지

고 상대적으로 진동주파수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진폭은 수조온도의 

증가에 따라 일정구간 내에서 증가하다가 포화온도에 접근함에 따라서 급

격히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다. 

(1) 진동폭(Amplitude of pressure pulse)

그림 3.3.4와 5에 증기유속과 수조온도에 따른 압력진동폭의 변화를 제

곱평균값으로 비교하여 표시하 다. 전 절의 설명과 같이 압력진도폭은 응

축모드와 접한 관련이 있다.[Cho et al., 1999] 즉, 응축진동 역에서의 

진동폭은 안전응축 역에서의 진동폭에 비하여 크게 관찰되고있으며, 이러

한 차이는 수조의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감소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응축진동 역으로 실험범위를 한정하 다. 

기존의 단일노즐에 대한 실험결과는 응축수의 온도에 따라서 진동폭은 

증가하다 수조의 온도가 60 ∼ 80℃에 이르면 진동폭은 최대치를 기록하

고 응축수의 온도가 더욱 증가하여 포화온도에 다다르면 진동폭은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Sonin [1984]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증기방울의 크기와 응축시간으로 설명하 다. 최대 진폭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커다란 증기방울과 급격한 응축속도를 필요로 한다. 커다란 증기방

울은 응축수의 온도가 높을 경우 (열전달이 잘안될 경우)에 발생하며 반

면 응축속도는 응축수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반대의 메카니즘에 의해 최재진도폭에 발생하는 수조온도가 결정

됨을 생각할 때 위의 현상은 이해된다. 

본 실험에서는 최대진동폭이 기존의 온도 역인 60 ∼ 80℃에서보다 

확장된 40 ∼ 80℃의 역에서 관찰되었다. 이렇게 낮은 역에서 최대진

동폭 발생은 특히 Sp1과 Sp2의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대진동

폭이 발생하는 온도조건이 낮은 역으로 확대된 이유는 증기제트 주위의 

응축수의 온도의 향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Sp1과 Sp2의 P/D율은 2

로서 증기제트간의 간격이 매우 짧아 제트간 간섭이 매우 심하다. 제트간 

간섭이 심해짐으로서 응축수를 어내 수조내 혼합을 유도해야할 증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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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운동에너지를 간섭효과로서 소진해버리게 됨으로 결국 대류율을 감

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증기제트 주위의 응축수온도는 평균 응축수의 온도

에 비하여 높으므로 물-증기의 경계면에서는 최대진동폭이 발생할 수 있

는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다. 결국 증기분사기의 방출구간 간격과 같은 형

상요소의 향으로 최대진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축수온도에서 발생하

는 것이다. 응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증기제트의 간섭은 증기분사기의 

P/D율과 같은 형상효과와 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3.3.4와 5를 비교해보면 방출구의 배열(Hole distribution pattern)

에 따른 압력진동폭의 차이는 P/D에 의한 것보다 미미함을 관찰할 수 있

다. 따라서 압력진동폭의 측면에서는 P/D율이 방출구의 배열에 비해 중요

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6에 각각의 증기분사기를 통해 증기가 71kg/m
2-s으로 계속적

으로 분출될 경우 수조의 평균온도와 수조의 하부(T3)의 온도차이를 표시

하 다. 수조의 평균온도는 T7, T8, T10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그림 

3.3.1 참조) 온도차이는 증기분출에 의한 수조내 열혼합성능에 대한 지표

로서 사용될 수 있고, 온도차이가 클수록 열혼합성능은 떨어진다고 하겠

다. 그림 3.3.6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열혼합성능은 증기분사기의 P/D율과  

방출구의 배열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D율이 작을수록 성

능은 떨어지게 되고 특히, staggered 형의 증기분사기의 경우가 paralled 

형 증기분사기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설명한 증기제트의 간섭에 의한 운동에너지의 감소차원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증기분사기의 형상은 응축 및 수조내 열혼합성능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결국 증기분사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

다. 

(2) 주파수(Frequency of pressure oscillation)

그림 3.3.3에 표시한 바와같이 물-증기의 직접접촉응축시 주기적인 압

력파가 발생하게 되며 각 변수에 따른 이러한 진동수에 대한 이해는 구조

물의 설계시 반드시 반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동수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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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하여 FFT 방법을 사용하 다. [Bendat et al., 1991] 

Simpson [1982]등은 저유속범위의 실험을 통하여 다음의 주차수 상관

관계식을 관련 무차원변수로 제시하 다. 

St = 0.011 (Ja)
0.72 (Re)0.25    (3.3.3)

여기서 Jacob 수(Ja)는 응축수의 에너지 흡수능력에 대한 증기의 에너지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도보정 Strouhal 수는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St = fDρl / ρs V      (3.3.4)

Damasio [1985]도 표면장력의 향을 포함한 다음의 상관관계식을 제

시한바 있다. 

St = 0.001196 (Ja)
1.0849 (Re)0.9389 (We)-0.7670               (3.3.5)

그림 3.3.7과 8에 응축수의 과냉각도의 변화에 따른 주 진동수의 변화

를 표시하 다. 주파수는 응축수의 과냉각도의 거의 비례하여 변화하 다. 

온도가 낮은 경우 분출된 증기는 작게 나누어지며 짧은 응축시간을 갖게

되고 반대로 온도가 증가할 경우 응축속도는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증기제

트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므로 주파수의 이러한 변화는 이해할 수 있다. 주

파수의 경향은 응축수의 온도뿐아니라 증기유속과 증기분사기의 P/D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P/D율의 증가에 따라서 주파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이것 역시 P/D율에 따른 증기제트의 간섭효과로서 설명된다. 

즉, P/D율이 작을 경우 증기제트는 하나의 증기제트로 합쳐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합쳐짐으로 인해 더욱 큰 증기제트가 형성된다. 앞부분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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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같이 큰 증기제트는 작은 증기제트에 비해 느린 응축특성을 보이

기 때문에 주파수가 작아지게 된다. 

그림 3.3.9에 기존의 단일노즐에 의한 주파수 상관관계식과 본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 다. 실험결과는 Sp8 (P/D=5)를 사용하고 증기질량유량이 

141kg/m
2-s인 경우를 사용하 다. 기존의 주파수 상관관계식중 Damasio

의 상관관계식과 가장 일치하고 있다. 그림 3.3.10에 P/D율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를 Damasio의 상관관계식과 비교하 다. P/D율의 증가에 

따라서 Damasio 상관식과의 차이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증기분

사기의 형상에 따른 제트간 간섭효과의 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형상은 

응축특성전반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하여 증기분사기의 형상변수(P/D)를 포함한 다음

과 같은 주파수 상관관계식을 제시하 다. 

St = 0.00174 (Ja)
1.093 (Re)0.891 (We)-0.827 (IΦ)

0.298     (3.3.6)

여기서 IΦ는 증기분사기의 형상변수로서 P/D율을 의미한다. 그림 3.3.11에 

식(3.3.6)과 실험치를 비교하 다. 

(3) 불확도해석

볼확도의 해석은 ASME 성능검증 코드 19.1 [ASME, 1985]에 준하여 

수행하 으며, 95% 신뢰도 구간에서 진동수의 경우 1.1% (8.3Hz), 압력의 

경우 0.8% (0.03kPa)이다. 

본 실험에서는 서로자른 형상의 8개의 증기분사기를 사용하여 증기분

출시 응축하중을 주파수와 진동폭의 측면에서 고찰하 다. 본 연구를 통하

여 증기제트간 간섭효과를 좀 더 심도있게 규명하 고, 제트간의 간섭효과

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증기분사기의 형상변수를 포함한 주파수 상관관계

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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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ger Type Sp1 Sp2 Sp3 Sp4 Sp5 Sp6 Sp7 Sp8

Pattern of hole

(S : staggered, P : parallel)
S P S P S P S P

Total number of holes (EA) 20 21 20 20

P/D ratio 2 3 4 5

Hole diameter (mm) 5

Nominal size of sparger (mm) 1 inch, schedule 40, ANSI stainless pipe

Total hole area

/Flow area of sparger (%)
70.7 74.2 70.7 70.7

Steam mass flux (kg/m2-s) 70 ∼ 215

Pool temperature (℃) 30 ∼ 95

Table 3.3.1 Test condition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sp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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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Schematic diagram of the sparger and the locations of the 

instrumentation in the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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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Typical shapes of the 

steam jet in the case of Sp6 at G = 

106kg/m2-s

(c) Tm = 94.9oC

(b) Tm = 65.1oC

(a) Tm = 35.2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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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Pressure signal measured at the 

wall  with a variation  of  pool temperature 

in the case of Sp 8 at G =141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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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Variation of pressure amplitude of staggered type spar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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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Variation of pressure amplitude of parallel type spar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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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6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value and T3  

with a variation of the sp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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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7  Vari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y with the steam 

mass flux in the case of S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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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8  Vari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y with the P/D  

ratio of  the sp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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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9  Comparison of the dominant frequency with other 

correlations in the case of Sp8 at G  = 141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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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0  Comparison of Strouhal number with Damas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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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1  Comparison of Strouhal number between the 

experiment and correlation, Eq.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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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inch 증기분사기 실험

가압기 안전밸브가 열리면 증기가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밸브 후단에 충격파

가 발생한다. 이어서 물 속에 잠겨있는 증기분사기 내부에 채워져 있던 물과 배

관 내부의 공기(또는 질소)가 고압의 증기에 의해 려나온다. 물이 water jet를 

형성하면서 분출(water clearing)된 이후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분

출(air clearing)되고 증기분사기 외부에서 방울을 형성하여 낮은 주파수로 진동

한다. 물과 공기가 분사된 이후에 증기가 증기분사기를 통해 수조로 분사(steam 

discharging)된다. IRWST 수조의 온도가 낮을 경우, 방출되는 증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고깔모양의 제트를 형성하면서 응축된다. 증기의 방출이 계속되어 수조

의 온도가 상승하면 증기제트의 형상의 불안정해지고 제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된다. ABB-Atom에서는 증기분사기를 통해 유체가 방출되는 전후의 

과정을 초기과정(initiation process), 정상상태 방출과정(steady-state 

discharge process), 그리고 최종과정(termination process) 등으로 구분하 다. 

이중에서 수조에 최대의 하중을 유발하는 과정은 초기에 배관에 있는 공기 등의 

비응축성 기체가 방출되어 수조내에서 진동하면서 커다란 동적하중을 일으키는 

과정으로서 초기과정 중에 발생한다. [김환열 등, 1999] 

① 초기과정(initiation process)

초기과정은 수초동안 지속되며 전 방출과정동안 발생되는 압력의 최대치가 

이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 중에는 배관 내부에 존재하던 물과 고압으로 방출되는 증기에 의해 압축

된 공기(또는 질소)가 차례로 려나며 수조 및 구조물에 최대의 하중을 발생시

킨다. 초기과정은 배관내의 물이 방출되는 과정과 배관내의 공기가 방출되어 수

조내부에 저주파 진동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세분된다.

② 정상상태 방출과정(steady-state discharging process)

초기과정 이후에 발생되는 정상상태 방출과정에서는 실제적인 증기응축이 일

어나 IRWST 수조 물온도가 올라간다. 이 과정 중에 발생되는 압력은 초기과정 

중의 압력에 비해 작다. 증기분사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수행된 ABB-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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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mark 1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과정 중의 압력은 최대 압력의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상태 방출과정은 처깅(chugging)과 응축진동

(condensation oscillation) 등으로 세분된다.

③ 최종과정(termination process)

최종과정은 정상상태 방출과정 이후의 과정으로서 증기발출밸브가 닫힌 후 

수초동안 진행된다. 이 과정 중에 발생되는 압력은 초기과정 중의 압력에 비해 

매우 작다. 최종과정에서는 배관 주위의 물이 배관 내부로 빨려 올라가는 reflood 

현상이 일어난다.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감압계통에 총 12개의 증기분사기가 2개의 헤더에 6개

씩 나뉘어져 IRWST에 분포될 예정이다. 장착될 증기분사기는 6인치(Schedule 

40S, ANSI standard)의 상용 배관에 원주방향에 10mm의 증기방출구 144개, 

바닥면에 25mm의 증기방출구 1개 그리고 하중감쇄링(LRR, load reduction 

ring)이 장착된다.  

제 3 장 제 1 절과 제 2 절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실험은 주로 증기의 분출과 

이로인한 응축열전달 및 응축하중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 고, 2inch 증기분사기 

실험은 이를 바탕으로 초기 공기방출을 포함한 분출 전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의 증기분사기를 사용하게 될 unit cell test의 전 단계로

서 초기과정중 발생하는 열수력 하중에 대한 기본이해를 위하여 1inch 증기분사

기 실험 결과로부터 증기분사성능이 확인된 4개의 증기분사기를 사용하여  실험

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및 실험기술은 앞으로 진행될 unit cell 

test에 응용될 수 있고 증기분사기의 크기에 따른 압력변화를 비교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실험장치 

고압증기 방출 및 응축실험장치(B&C (Bolwdown and Condensation) test 

facility)를 구성하는 주요계통은 다음과 같다.

① 가압기 계통 ② 수조 계통 ③ 증기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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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기공급 계통 ⑤ 계측/제어 및 자료처리계통

그림 3.3.12와 13에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감압계통 개략도와 고압증기 방출 

및 응축실험장치의 대략적인 모습을 각각 표시하 고 실험장치의 상세기술사양은 

참고문헌 [박춘경 등, 1998]에 자세히 기술되었다.

(1) 기계계통

실험장치는 기본적으로 증기공급원인 가압기, IRWST를 모의한 수조

(quench tank), 가압기와 IRWST를 연결하고 감압기능을 수행하는 배관 및 밸

브, 그리고 증기분사기와 각종 계측장비로 구성된다. 

(가) 가압기 계통

가입기 계통은 가압기 본체, 내부 heater, 계측용 열전대 지지대, 가압기 상

부의 안전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계통은 가압기 내부의 물을 내부 heater를 

사용하여 원하는 온도, 압력으로 가열 및 유지 시키며, 포화증기를 증기계통을 거

쳐 SDS 성능실험 계통으로 방출시킨다.

가압기는 내부 지름이 600mm, 내부 높이가 3000mm인 cylinder 형태의 고

압탱크로서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제작되었다. 하부에는 heater 장착을 위한 

flange가 설치되어 있다. 가압기의 상세 도면은 참고문헌 [4]에 상세히 표시되었

다. 가압기의 설계 압력은 17.8MPa 이며, 설계 온도는 370℃이고, shell 및 

cover flange 재질은 각각 A240-304 및 A182-F304로 재작되었으며, 제작 후 

Radiogaphy test(RT)를 통하여 그 건전성을 확인하 다. 가압기에는 heater, 물 

계통, 증기 계통, 보조설비와 연결되는 각종 flange가 장착되어있고, 2인치 배관

을 통한 최대 16.0MPa의 증기/물의 방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

고, 겉 표면은 단열재로 외부 대기와 단열되어 있다.

(나) 수조 계통

이 계통은 가압기에서 방출된 증기 또는 포화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설비로서, 

수조와 Sparger, 계측장치 지지대, Sump Pump 및 증기공급용 Spray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수조의 중앙에는 증기를 분사시키기 위한 Sparger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증기의 응축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장치를 부착하기 위

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수조는 내경이 3m, 높이가 4m의 실린더형 저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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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방형 탱크로서 윗부분에는 네 개의 뚜껑을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수조의 벽에는 4개의 View Port가 장착되어 있어, 증기가 응축되는 현상을 

관찰 또는 촬 할 수 있다. 수조의 상부에는 보온을 위하여 간단한 구조로 된 

Cover가 설치되어 있다. 수조의 냉각수 온도는 증기발생기의 증기를 수조 하부

에 설치된 Spray를 통하여 수조내로 분사시켜 증기와 기존의 물이 혼합되어 일

정 온도로 유지되며, 이를 위하여 Spray 장치가 수조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수

조 벽은 단열재로 외부와 단열되었다. 수조내부에는 증기계통과 연결된 증기분사

기가 장착되었다. 증기분사기는 방출시 발생하는 유동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수

조 바닥에 설치된 지지대에 고정되어 설치되었다. 그림 3.3.14에 수조내 증기분사

기 및 동압계측기의 위치를 표시하 다. 수조내부의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의 

위치 및 지지대의 모양을 그림 3.3.15에 표시하 다.

(다) 증기 계통

이 계통은 가압기에서의 증기를 SDS 성능실험 계통으로 보내주는 통로 역할

을 하는 설비로서, 2개의 Globe type Pressure Control Valve (PCV), 

Moisture Separator, 유량계 (Venturi),  Isolation Valve, Vacuum breaker 및 

배관과 계측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통의 예열은 Heat Tracing과 Preheat 

Line에서의 증기로 조절될 수 있으며, 계통의 외벽은 단열재로 외부와 단열되어 

있다. 이 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각각 16.0 MPa, 370 ℃ 이다. 증기방출을 

급작히 중단하면 수조의 물이 배관안으로 급격히 려 들어와 수격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심하면 배관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기방출 Line에 Vacuum Breaker를 설치하 다. 이 밸브의 직경은 2.5 

inch 이며. 작동압력은 63 mbar 이다. 이 밸브는 Non Return Valve 형식으로 

독일 GESTRA사 제품이다. 2개의 PCV는 정상 닫힘특성의 밸브를 사용하 다. 

가압기의 가압을 통한 실험초기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수동격리밸브와 2개의 

PCV는 닫혀있게 되고 실험시작 직전 수동격리밸브를 열어 배관을 실험준비상태

로 만든 후 2개의 PCV를 동시에 개방하여 실험을 시작한다. 방출은 보통 6 ∼ 

8초간 진행되며 밸브의 닫힘으로 실험은 종료된다.

(라) 증기공급 계통

이 계통은 수처리계통, Water Storage Tank, Feed Pump,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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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유량계, PCV, 격리 밸브 및 배관과 계측기기로 구성되며, 이 계통의 기

능은 다음과 같다.

- 실험에 사용되는 물을 처리하여 이를 가열 및 보관하며, 또한 이 물을 가

압기 및 증기발생기에 공급한다.

- 수조에 증기를 공급하여 수조내 물온도를 일정 온도로 가열한다.

증기발생기는 최대 1.0 MPa 의 포화 증기를 연속적으로 0.108 kg/s 로 공

급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와 수조 또는 실험계통과 연결된 배관은 단열재로 외부

와 단열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설계압력은 2.0 MPa 이다. 기타 배관은 상

온,상압의 조건으로 설계되었으며, Water Storage Tank를 제외하고는 단열되어 

있지 않다.

(2) 계측 및 제어계통

계측 및 제어계통은 본 장치의 운전조건의 조작, 조작상태의 감시, 그리고 실

험 및 그 결과의 해석에 쓰이는 Data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다. 측

정 현장에서의 각종 Sensor 및 계측기로부터의 신호는 제어반(control panel)으

로 보내지는 신호와 DAS(Data Acquistion System)으로 보내지는 신호로서 구

분할 수 있다. 제어반으로 보내지는 신호에는 장치의 운전 조작, 조작상태의 감시

에 필요한 Controller 입력, Indicator 입력, Alarm 입력 신호등을 배치하 고, 

DAS로 보내지는 신호는 Multi-Connection Box를 거쳐 2개의 Scanning A/D

변환기 (HP E1413B)와 8개의 Digitizer(HP E1429A) 입력등이 있다. 또한 제

어반의 Indicator 입력신호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어반 지시로 하며, 제어반에 지

시되는 계측항목은 모두 Digital 표시로 하 다.

(가) 계측 계통

계측계통은 측정기기와 자료획득장치(DAS)로 구성된다. 사용되는 측정기기

는 측정변수에 따라 온도계, 압력계, 차압계, 수위계, 유량계, 동압계등으로 분류

된다.

온도계로 사용되는 Thermocouple (T/C)은 냉점보상기를 거쳐 

Multi-Connection Box 와 Control Box로 연결하 고, T/C 전용선을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접점부의 전위차로 인한 오측정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또한 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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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계 및 수위계는 Smart형 기기를 사용하 으며, 발생되는 4∼20mA의 신호

는 자료획득장치의 입력단 직전에 설치된 신호분배기에서 1∼5V의 전압신호로 

변환되어 자료획득장치 및 제어반으로 입력된다. 

증기라인(Steam Line)에는 벤튜리 튜브(FE-201)를 설치하 다. 동압계

(dynamic pressure sensor)는 KISTLER사의 모델 7061B를 사용하 으며, 이

는 Quench Tank 벽면에 1개를 장착하 다. 동압계는 별도의 Signal 

Conditioner를 사용하 으며, 이로 부터의 신호(0∼10V)는 현장에 별도로 설치

된 동압계측용 자료취득장치로 입력된다. 동압계용 자료취득장치는 고속측정용 

DSP 보드를 내장한 A/D converter를 사용하 다.

DAS의 입력 채널수는 약 42 채널이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온도   :  31 Channels 

▶ 압력   :   7 Channels

▶ 유량   :   1 Channel

▶ 동압   :   1 Channels

▶ 수위   :   2 Channels

T/C의 신호를 제외한 각 측정기로부터의 출력신호는 0∼5Vdc 또는 0∼

10Vdc의 전압신호로 통일되어 자료획득장치로 입력되고, T/C 신호는 냉점보상

기를 거쳐 0∼40mV 신호로 입력된다.

(나) 제어 계통

제어계통은 지시/제어계, 지시계, 기록계, 현장지시계 그리고 경고계통 등으로 

나뉘어 진다. 지시/제어계는 제어반에 설치되는데, 이는 실험장치의 각 계통내 압

력, 온도, 수위등을 지시한다. 또한 지시/제어계의 신호는 가압기 전열관(Heater) 

전력 제어기, 각종 자동밸브, 경고계통 등과 연동되어 있어서, 실험 장치의 고온 

가압시 급격한 가압으로 인한 실험장치의 손상 및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

다. 경고계통(Alarm)은 제어반에 설치되어 가압기 내의 압력 및 수위 이상시 경

고를 발하게 된다.

실험장치의 Interlock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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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의 과압 또는 압력상승 이상시 가압기 압력계의 Hi-Hi신호시에는 

가압기 Heater의 전원공급이 차단되고, 증기 Bypass Line이 개방되도록 하 고, 

Hi-신호시에는 Alarm이 작동되도록 하 다.  또한 가압기 Heater의 재가동 및 

증기 Bypass Line의 Close 작동은 Hi-신호 설정치보다 10% 낮은 값에서 이루

어 지도록 하 으며, Hi-Hi 및 Hi-신호 설정치는 실험조건에 따라 달리 설정 가

능하도록 하 다. 가압기 Heater전력은 전력제어기에 의해서도 조절이 가능하도

록 하 다.

▶ 가압기 저수위시 수위계의 Lo-Lo신호에 따라 가압기 Heater가 차단되고, 

배관상의 자동밸브가 닫혀 증기라인이 차단되도록 하 다.

(다) 자료처리 계통

본 실험을 위한 자료획득장치(DAS)는 HP-VXI 콘트롤러에 의해 HP-UX 

환경하에서 운 된다. 자료획득장치는 Scanning A/D변환기, Workstation등으로 

구성되며, 자료획득 프로그램은 HP-VEE 3.0 W/S를 사용하 다. 

- 자료처리장치 

본 실험장치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순간적으로 분출시킬 때 발생하는 유동현

상을 모의하는 장치로서, 실험 성격상 여러 종류의 센서 즉, 온도, 압력, 차압, 동

압, 진동, 응력 등의 센서로 부터 다양한 형태의 신호가 발생되고, 최소 130개 이

상의 센서로 부터 신호가 발생된다. 또한 실험시 발생되는 유동현상들이 매우 급

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자료처리장치는 130개 이상의 센

서로 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분석하는 능력을 갖

추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DAS 장비는 VXI system을 채택하여 실험자료를 고

속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일괄 처리

할 수 있다. 각종 측정기로 부터의 신호는 VXI bus를 통해 컨트롤러에 입력되

고, 이 입력된 신호는 H/W와 S/W를 연결해주는 입/출력 프로그램인 

SICL(Standard Instrument Control Library)에 의해 S/W에 연결되고, 주어진 

data는 계기언어(Instrument Language)인 SCPI(Standard Com- mands for 

Programable Instruments)에 의해 수집 및 해석되어, HP VEE 프로그램에 의

해 화면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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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처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HP-VEE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성능을 높이고 

VXI와의 인터페이스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각종 계산 모듈을 포함한 Source 프

로그램을 ANSI-C로 작성하여 사용하 다. 프로그램의 동작중 반복되는 주요 기

능들은 subroutine화 또는 function 화하여 각 프로그램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각종 자료 획득/처리 프로그램은 HP VEE상의 시작버튼(“START")을 

누름으로서 구동되며, 이때 HP VEE는 자료 획득/처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

행한다. 즉 VEE는 C-언어로 구성된 각종 sour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canning A/D 변환기의 초기화 및 구동을 제어하고, Scanner로부터 획득된 자

료를 원하는 물리단위로 변환하여 각종 물리량(유량, 수위, 도) 계산에 필요한 

subroutine의 입력 및 계산 결과의 출력과 저장등을 담당한다. 프로그램 제어자

는 실험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조건에 도달한 후 Scanner에 Trigger 신호를 주

면 자료획득을 시작하게 된다. 일단 자료획득 단계가 시작되면 Scanner는 VEE

에서의 조작에 따라서 언제라도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 다. 

증기라인에 설치된 Venturi tube의 전․후단 사이에는 유량에 관계되는 정

압차가 발생하게 되고, 측정된 압력차와 유동 유체에 대한 특성 변수를 사용하여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Venturi tube의 설치요건은 ISO 5167-1의 규정에 따랐

으며 압축성 유체의 유량 계산시 필요한 Expansibility factor,ε,는 P2 / P1 = 

[(PT202) / (PT201)] ≥ 0.75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계산 routine에 입력되도록 

하 다. 

증기의 질량유량은 다음의 식을 사용하 다. 

        qm =
C

1-β
4
ε 1
π
4
d 2 2Δpρ 1    (kg/s) 

= 0.0010881 ε 1 Δp ρ 1

         (3.3.7)

위 식에서 각 변수는 다음과 같다.

   β = 0.6884  ( β  = diameter ratio =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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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  = 1.3   (Isentropic exponent, C p/C v)

d = 0.0294 m

D = 0.0429 m

C = 0.995  (Discharge coefficient for machined case)

   ε 1 =

ꀎ

ꀚ
︳︳(
κτ

2
κ

κ-1
)(

1-β4

1-β4τ 2/κ
)(
1-τ

( κ- 1)
κ

1-τ
)

ꀏ

ꀛ
︳︳

1/2

      = [ ( 1.0081 τ
1.53846

0.3-0.067359 τ 1.53846
)(
1-τ

0.230769

1-τ
)]
1/2

   τ = P2 / P1 = (PT202) / (PT201)    [ τ ≥ 0.75  ]

  ΔP = P1 - P2 = (DP201)   ( in Pa = kg/m sec
2
)

   ρ 1 = TI201, PT201로 부터 증기표 프로그램에서 계산 (kg/m3)

나.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의 목적은 안전감압밸브의 작동에 의한 증기의 급격방출과정중 수조

내에서 발생하는 동압하중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다. 차세대원자로의 증기방출기

는 6인치의 배관에 10mm, 144개의 수평 방출구와 25mm, 1개의 수작방출구를 

가공하 고 중간부에 하중감쇄링(Load reduction ring)을 장착하 다. 본 실험에

서는 2인치의 배관에 5mm와 10mm의 수평방출구만을 가공하 고, 하중감쇄링은 

장착하지 않은 간단한 형태의 증기분사기 4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

림 3.3.16에 차세대원자로의 증기분사기를 표시하 고, 표 3.3.2에 본 실험에 사용

한 증기분사기의 기술사양 및 실험 matrix를 표시하 다. 

실험은 다음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 공기 및 증기분출과정중 발생하는 수조내 동압하중의 크기 및 진동 주파

수

□ 방출시 배관 및 가압기 거동

□ 방출로 인한 수조내 열섞임(thermal mixing) 현상



- 111 -

(1) 방출시 가압기 및 배관의 열수력거동

가압기 및 배관의 초기 압력과 온도는 실험의 초기조건을 결정하고 수조내 

동압거동에도 접한 향이 있다. 특히, 배관에 포함되있는 공기량과 배관온도등

은 수조내의 동압거동에 큰 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Nilsson, 1973, 

1975] 그림 3.3.17과 18에 방출시 가압기 및 배관에서의 전형적인 온도 및 압력

변화를 시간축으로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방출되는 증기량 및 수조의 온도

를 중심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배관내 포함되어있는 공기량 및 배관온도와 동

압하중과의 관계는 차세대원자로의 원형 증기분사기실험 (Unit Cell test)에서 관

찰하게 될 것이다. 그림 3.3.17과 18에서 보듯이 가압기의 압력은 최초 157bar인 

상태에서 2개의 PCV를 열어 방출을 시작한다. PCV사이 배관의 초기압력이 

45bar까지 상승한 이유는 첫 번째 밸브의 leakage 때문으로 globe type 밸브에

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증기분사기 헤더에서의 압력 (PT-205)은 최대 

18bar정도로 측정되었다. 가압기 및 배관에서의 유체는 포화증기 상태이고 최대

유량은 4.3kg/s로 계산되었다.

(2) 수조내 동압거동

자동밸브의 개방으로 가압기의 증기가 배관으로 방출되면 배관에 있던 공기

가 급격하게 압축되어 수조내 증기분사기의 잠김깊이에 존재하던 물을 어낸다. 

따라서 방출 초기에는 물이 방출 (water clearing) 되고 이어서 압축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수조내로 분사 (air clearing)된다. 방출 마지막 단계로 가압기내부의 

포화증기가 수조내로 분사된다.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물방출 (water clearing) - 증기분사기의 잠김깊이에 있던 물이 공기에 

의해 려 수조내로 방출

② 공기방출 (air clearing) - 증기에 의해 가압된 배관내 공기가 증기분사기

를 통해 수조내로 방출

③ 증기방출 (steam clearing) - 초기에는 가압기내 포화증기가 배관을 통

해 방출되나 계속적인 분출이 있을경우 가압기내부의 포화액체가 증기에 의해 쓸

려 분사됨으로 물-증기의 이상유동이 형성됨. 안정응축상태가 진행된 후 유량의 

감소시에는 chugging과 같은 불안정상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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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내의 최대하중은 air clearing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비응축가스인 공기가 수조로의 급격방출로 인한 압축과 팽창운동과 관련이 있다. 

즉, 고압의 공기가 수조내로 순간적으로 분사되면 공기가 가지고 있던 상당량의 

에너지의 일부(혹은 전부)가 수조내에서 소산 (dissipation)하게 된다. 에너지의 

소산은 공기방울의 압축과 팽창으로 인한 수조내 급격압력변동으로 나타나게 된

다. 그림 3.3.19에 전형적인 방출모습을 표시하 다. 초기의 물방출상태는 육안으

로 관찰이 용이하지 않으며(그림 3.3.19a), 공기(그림 3.3.19b) 및 증기방출(그림 

3.3.19d) 모습과 중간의 천이과정(그림 3.3.19c)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2개의 방출밸브를 사용하 고 밸브의 leakage로 인해 밸브사이 배관내에 증기 

및 응축수가 채워지는 등의 이유로 공기방출로 인한 전형적인 압력변동특성을 얻

지 못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기방출로 인한 동압력특성 보다는 물, 공

기, 그리고 증기의 연속적인 방출과정중 수조내의 동압특성과 이를 통한 증기분

사기의 종류별 압력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동압특성은 증기분사기의 종류에 따

른 최대하중과 방출시 발생하는 수조내 압력파의 진동주파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 한다.

그림 3.3.20에 가압기 초기 압력이 137bar, 수조내 과냉각수 온도가 40℃, 4

번 증기분사기 (Sp4)를 사용했을 경우 실험을 통해 얻어진 수조내 동압변동곡선

을 표시하 다. 그림 3.5에 표시된 바와같이 공기 및 증기의 방출시 각각 peak 

압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본 실험장치의 구성상 2개의 방출밸브을 사용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최대하중은 주로 증기방출시에 관찰되었다. 방출밸

브의 동시개방으로 인해 증기가 배관내 공기를 급격 가압 하지못한 상태에서 배

관내 공기는 증기분사기를 통해 예상보다 천천히 분사되고 상대적으로 고압의 증

기가 연이어 분사됨으로서 공기방출시보다 상대적으로 큰 하중을 발생하게 된다. 

공기의 방출과정중 관찰되는 순간적인 멈춤현상도 증기가 배관내 공기를 급격하

게 가압하지 못함을 설명한다. 증기의 방출과정중 발생하는 주기적인 동압파의 

흔들림은 분사된 증기의 내부압력변화와 이미 분사되어 자유수면위로 상승하던 

공기방울이 증기의 방출과 동시에 증기와 혼합되어 증기의 응축을 방해하는 동시

에 증기와 함께 수축/팽창됨으로서 발생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Ba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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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조내 동압하중 - 최대 동압하중

그림 3.3.15에 표시된 바와같이 수조에는 1개의 동압계측용 센서가 장착되었

다. 본 실험에서는 수조내의 압력분포 보다는 방출시 발생하는 벽면에서의 하중

거동에 중점을 맞추어 실험하 기 때문에 증기분사기의 평균 분사구높이에 동압

계측기를 1개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3.20에 표시한 바와같이 실험

중 측정한 전형적인 동압변화는 물 및 공기의 분출시 발생하는 1st peak와 증기

의 방출시 발생하는 2nd peak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2nd peak이 1st peak보다 크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수조내 최대 동압하중을 

2nd peak으로 생각하여 그림 3.3.21에 정리하여 표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4개

의 증기분사기의 종류별/가압기압력별 동압특성으로 구분하여 4개의 그래프를 표

시하 고, 하중변화는 수조내 평균온도로서 표시하 다. 그림 3.3.21에서 보듯이 

가압기의 초기압력은 수조내 동압하중에 미약한 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

조온도가 80℃이상 상승할 경우 10mm 방출구(Sp1, Sp2)인 경우는 5mm(Sp3, 

Sp4)의 경우보다 동압하중이 크게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조내 동압하중은 수

조온도가 80℃근처에서 최대로 나타났다. 

(나) 수조내 동압하중 - 주 진동수

본 실험에서 수조내 동압의 진동 주파수는 그림 3.3.20에 표시한 바와같이 

2nd peak과 연이은 peak 사이의 시간의 역수(1/ΔT)_로 표시하 다. 그림 

3.3.22에 수조의 subcooling에 따른 동압하중의 변화를 표시하 다. 주파수는 5 

∼ 30Hz의 범위내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수조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주파수는 감

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방출구의 간격/방출구크기 비 (P/D)에 따라서 

주파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증기분사기의 P/D

는 3.2와 4.7의 두가지를 사용하 으며 P/D=4.7의 경우가 3.2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주파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방출구의 간견에 따른 방출증기의 상호작용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방출구의 간격이 작을수록 방출된 공기 및 증기의 

혼합가능성이 높아지게되고 결과적으로 간격이 큰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공기 

및 증기방울을 형성하게 된다. 수조내 진동 주파수는 방출된 공기 및 증기방울의 

압축과 팽창으로 인한 에너지 소산과정으로서 압축 및 팽창의 주기는 방출된 유

체의 크기가 클수록 길어지게 된다. 결국, 수조내 동압의 진동 주파수는 방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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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 이 크기는 증기분사기의 기하학적인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 표 3.3.2에 실험조건 및 결과를 정리하여 표시하 다.

본 실험에서는 2인치의 증기분사기를 사용하여 고압의 증기분출시 수조내에

서의 동압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증기분사기의 형상이 동압에 미치는 

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4가지 종류의 증기분사기를 사용하 으며, 수조의 온도

를 36 ∼ 95℃까지 변화하 다. 본 실험은 차세대원자로의 원형 증기분사기를 

사용한 Unit Cell Test의 수행과 연결하여 증기분사기의 크기 및 형상이 수조내 

열수력학적 거동에 미치는 향에 대한 data base 구축에 기여했으며, 양질의 

data생성을 위한 실험기술 및 방법연구라는 차원에서도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

했다고 판단된다.

수조내 동압의 진동 주파수는 5 ~ 30Hz 정도로 관찰되었으며, 주파수는 증

기분사기의 P/D와 같은 기하학적 형상변수에 따라서도 약간씩 변화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주파수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조의 평균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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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Test matrix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sparger

Sp1 Sp2 Sp3 Sp4

Quantity of Hole (EA) 24 24 96 96

Length (Hh, mm) 94.8 237.0 260.7 110.6

Pitch (P, mm) 31.6 47.4 23.7 15.8

Hole diameter (D, mm) 10 5

Size of sparger (mm) 2inch, Sch 40S

Hole/Total flow area (%) 87.1

Steam mass flux (kg/m2-s) 1,230 ∼ 2,380

Pool temperature (℃) 36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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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1/7)



- 117 -

Table 3.3.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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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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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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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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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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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Test conditions and Result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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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Schematic diagram of SDVS for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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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Schematic diagram of test facility and locations of 

temperature and pressure sensors in the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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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Sparger's Dimensions and Set-Up in the Water  

Poo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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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5 Thermocouples' Locations in the Water Poo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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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Schematic diagram of the 

Prototype Sparger of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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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Temperature trend in the piping during 

blowdow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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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Pressure trend in the piping during blowdow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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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itial water Clearing                     (b) Air Clearing

     (c) Air/Steam Clearing                   (d) Steam Discharging

Fig. 3.3.19 Image of water/air/steam discharging stages (Sp2, Tp=84℃, 

PPZR=117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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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Typical pressure signal induced from successive 

discharging of water, air, and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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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Trends of the maximum positive 

amplitude with a variation of the sparger 

and the temperature of poo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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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Vari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ies with the P/d 

ratio of the sp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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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IRWST/Sparger 최적설계안 도출실험

1. APR1400 원형 증기분사기 실증실험

제 3 장의 2절과 3절에서는 물-증기 직접접촉응축에 관한 기초실험과 최적 

증기분사기 실험에 관하여 설명하 다. 본 절에서는 APR1400의 원형증기분사기

를 사용하여 IRWST/Sparger 최적설계안 도출을 위한 일련의 실험에 대하여 설

명한다. 본 절에서 설명될 내용은 지난 5년간의 지속적인 연구의 최종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차세대원자로 증기분사기의 성능검증, 관련계통의 설

계검증 및 안전해석을 위한 코드검증용 자료로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감압계통에 총 12개의 증기분사기가 2개의 헤더에 6개

씩 나뉘어져 IRWST에 분포될 예정이다. (그림 3.3.12 참조) 장착될 증기분사기

는 6인치(Schedule 40S, ANSI standard)의 상용 배관에 원주방향에 10mm의 

증기방출구 144개, 바닥면에 25mm의 증기방출구 1개 그리고 하중감쇄링(LRR, 

load reduction ring)이 장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원자로 원형 증기분

사기를 통한 초기 공기방출시 동적하중이 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는 것이

다.  

가. 실험장치

본 unitcell sparger 실험은 제 3 장 제 3 절에 설명한 2inch 증기분사기 실

험에서 사용한 B&C (Blowdown and Condensation) 실험장치를 개조하여 사

용하 다. 따라서 공기압축계통과 방출밸브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전 절에서의 

설명과 동일하며 본 절에서는 공기압축계통과 방출밸브만을 설명하겠다. 

KNGR의 안전감압계통은 방출배관으로부터 증기분사기까지의 거리가 수백미

터에 달해 배관내 상당량의 대기압 공기가 채워져있다. 방출밸브의 개방시 각각

의 증기분사기를 통해서 분사되는 공기량은 약 0.8 ∼ 1.5kg정도로 예상된다. 원

형의 공기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방출배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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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장치의 건설 및 실험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배관

에 일정량을 채우는 방식을 채택하 다. 이를 위하여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를 증기계통의 air chamber와 연결하여, 공기 압력과 온도에 따라 

공기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공기압축기는 (주)종합해사의 AHH-300을 

사용하 으며, 그림 3.4.1에 조립도를 표시하 고 표 3.4.1에 관련 기술사양을 표

시하 다. 공기압축계통은 공기압축기, 자동격리밸브(SV-101), 체크밸브등으로 

구성된다. 자동격리밸브의 “열림”동작은 수동버튼에 의해 제어되고, “닫힘“동작은 

제어기의 설정치에 의해 자동제어 되도록 설계되었다. 

방출밸브는 2inch parallel slide 형 gate 밸브를 사용하 으며, 공기압

축계통의 전,후에 1개씩 장착되었고, 실험시 가압기쪽의 방출밸브

(HV-201)를 증기분사기쪽의 방출밸브(HV-202)에 비하여 약 0.4초 정도 

빨리 개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HV-202와 증기분사기를 연결하는 배

관은 6inch로 모의하 고, 진공분쇄기와 각종 계측기를 장착하 다. 그림 

3.4.2와 3에 실험장치의 개략도와 계측기배치도를 표시하 고, 표 3.4.2에 

실험 메트릭스를 나타내었다. 

수조내에는 방출시의 압력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9곳에 압력 측정

용 압전소자형 동압센서를 장착하 다. 그림 3.4.4에 표시한 바와같이 수조

내부의 증기분사기의 분사구 근처와 축방향의 압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하

여 4개의 센서를 배치하 으며 수조 벽면에 5개의 센서를 높이와 방향에 

따라 배치하여 수위 및 방향에 따른 압력하중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실험방법

본 실험의 특성상 실험초기조건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실험절

차서 [조석 등, 2001] 를 준비하여 매 실험마다 절차서에 맞추어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실험준비과정

- Control Panel 의 주전원스위치를 ON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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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에 전원을 연결한다.

- Control Panel 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계측기 (PT201, PT202, 

PT203, PT205, PT206, PT207, VB201, 9 DPT Sensors) 의 Signal 

Conditioner 에 전원을 연결한다.

- XV-Vent-01, 02 (가압기 배기밸브) 를 개방한다.

- HV201 밸브를 개방한다. 

- HV-MG-01 (방출배관 수동 Gate 밸브) 밸브를 개방한다.

- AC-MV-01 (Air Chamber 배기밸브) 밸브를 개방한다.

- 동압계측용  Local  DAS 에 전원을 공급하여 동압계측용 Program 

을 Stand-By 상태로 한다.

- PZR-MW-01 (가압기 급수밸브) 밸브를 개방하여 가압기에 물을 공

급한다.

- 가압기 수위가 만수상태로 되고 AC-MV-01 밸브에서 물이 분출되

면 압력/수위 관련계측기 (LT101, PT101, PT211, PT201, PT202, PT203, 

DP201) 를 Vent 및 Drain 시킨다.

- 압력계측기의 Vent 및 Drain 이 완료되면 PZR-MW-01 밸브를 닫

고 PZR-DW-01 (가압기 Drain 밸브) 밸브를 개방한다. 

- Control Panel 의 가압기 수위 지시계 (LT101) 가 46 % 를 지시하

면 PZR-DW-01밸브를 닫는다.

- HV202 밸브를 열어 배관내 물을 수조로 방출한다.

- HV-DW-02 및 AC-DW-01 (방출배관 및 Air Chamber Drain 밸

브) 밸브를 개방한다.

- 압력/수위관련 계측기 (LT201, LT601, PT205, PT206, PT207) 의 

압력도관을 물로 채운다.  

- HV-MG-01 밸브를 닫는다.

- HV201 및 HV202 밸브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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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t-up 과정

- 가압기 Heater Local Control Panel 의 주전원스위치를 ON 상태로 

한다. 

- Control Panel 의 가압기 Heater Controller 를 수동동작상태로 놓고, 

100 % 의 Power를 공급하여 가압기 내 물/증기의 온도가 100 ℃ 가 될 

때까지 가열한다. 

- XV-Vent-01, 02 밸브를 통하여 증기가 방출되기 시작하면, 

XV-Vent-01, 및 02 밸브를 닫는다.

- 가압시 가압기내 유체의 온도는 최대 55 ℃/hr 이하로 증가시킨다.

- 필요시 HV202 의 밸브작동속도 조절용 공기유량조절밸브의 개도를 

조절하여 밸브개방속도를 조절한다.

- 가압기 유체온도가 약 200 ℃ 가 되면 AC-MV-01, HV-DW-02, 

AC-DW-01 밸브를 닫는다.

- 가압기 유체온도가 약 250 ℃ 가 되면 Air Chamber Tracing 

Heater 에 전원을 공급한다. Air Chamber 온도 설정치는 Test Matrix 를 

따른다.

- 가압기 유체온도가 약 300 ℃ 가 되면 SV101 에 Air Chamber 압력 

설정치를 입력한 후, SV101 을 개방하고 Air Compressor 를 가동하여 

Air Chamber 에 공기를 가압한다. SV101의 닫힘 설정치는 Test Matrix 

를 따른다.

- 가압기 압력이 설정치까지 상승하면 다음 실험 초기조건이 설정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Air Chamber 온도 및 압력 

   수조온도

- Air Compressor 및 Air Chamber Tracing Heater 의 전원을 제거

한다.

- 동압계측용 Local DAS Program 을 Acquisition 상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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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과정

- HV-MG-01 밸브를 개방한다.

- 동압계측기 Signal Conditioner 를 Acquisition Mode 로 설정한다.

- DAS Program 을 Acquisition Stand-by Mode 로 설정한다.

- HV201, HV202 밸브의 동작제어를 위한 Timer 의 시간을 설정한다.

- 가압기 Heater 의 전원을 수동으로 제거한다.

- 실험시작을 방송한다.

- DAS와 HV201/HV202 밸브 개방 Button 을 동시에 눌러 실험을 시

작한다. 실험시간은 약 7 초 정도로 Timer 에 의해 자동 제어된다.

(4) 실험 후 처리과정

- Control Panel 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계측기 (PT201, 

PT202, PT203, PT205, PT206, PT207, VB201, DPT Sensors) 의 Signal 

Conditioner 전원을 제거한다. 

- Local DAS 의 Program 을 종료하고, 실험 자료를 이송한 후 전원

을 제거한다.

- DAS를 Data Generation Mode 로 전환하여 저장된 자료를 ASCII 

Format 으로 변환한 다음 실험자료를 이송한다.

- DAS 의 전원을 제거한다. 

- Control Panel 의 주전원은 실험종료 후 3 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제거한다.

- 실험종료

다. 실험결과 및 고찰

ASEA-ATOM은 안전감압밸브의 부적절한 개방으로인해 containment

에 심한 손상을 주었던 Wurgassen 사고를 계기로 SDS 계통의 작동시 유

체의 방출과 더블어 발생하는 압력하중을 감쇄하기 위한 분사장치를 고안



- 138 -

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을 수행하 다. [Kim et al., 2001, Fredell, 1992] 이 

실험으로부터 ATOM은 증기분사기가 공기방출시 압력하중을 감소시킨다

고 주장하 다. Kvist [1978]는 수조내의 압력분포와 공기방울의 진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수조내 압력하중의 분포는 일정공간내의 전압

장의 강도와 마찮가지로 Laplace 식을 만족함을 증명하 다. 

∇
2p  = 0 (3.4.1)

ATOM은 위의 결과를 사용하여 1/33의 축소모형에 대한 전기상사성 

실험을 수행하여 공기의 분출시 공기방울의 압력을 예측하 다. 공기방울

의 압력은 실험적으로 측정하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번의 시도

에도 불구하고 측정치를 얻지는 못하 다. 하지만 공기방울의 분출압력은 

관련계통의 설계시 꼭 필요한 설계변수로서 수조벽면 및 수조내부의 압력

분포는 바로 공기방울의 방출압력의 함수로 표현된다. 

본 실험에서는 수조내부 및 벽면에서 측정된 압력과 ATOM의 전기상

사봉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변수의 향을 비교분석하 고 APR1400의 

관련계통 설계시 직접적인 설계변수로 적용될 압력하중함수(Pressure 

Forcing Function)를 개발하 다. 

(1)  방출시 배관 및 수조내 열수력 거동

방출시 측정된 전향적인 배관 및 수조내부에서의 열수력적 거동은 

CPT-1(표 3.4.2 참조)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CPT-1 실험은 초기 압력 

15.2 MPa, 초기 증기 온도 343.2 ℃, 배관내 공기 양 0.88kg 조건에서 수

행되었다. HV201 은 실험 시작 후 1.51 초에 개방되기 시작하여 2.10 초

에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압기에서의 증기가 HV202 밸브 전

단까지 진출하 다. 이와 같이 Air Chamber 로 증기가 유입됨에 따라 그

림 3.4.5 및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관 내 압력(PT201, 202, 203) 과 온

도(TC 201)는 즉각적으로 증가하 다. 한편 Air Chamber 내의 유체온도

(TC203)는 기존의 공기 때문에 온도가 비교적 서서히 증가하 으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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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도 TC201 에 비하여 낮았다. 그림 3.4.7은 Loop 에 설치된 Venturi 

유량계를 통한 증기유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첫번째 Peak 는 

HV201 밸브 개방에 따라 8 인치 배관 (Air Chamber) 으로 증기가 급격

히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HV202 밸브는 배관과 수

조사이를 격리시키므로 증기유량은 Peak 를 기록한 후 급격히 감소하

다. 

실험 시작 2.22 초에 HV202 가 개방되기 시작하 으며, 3.81 초에 완

전히 개방되었다 (밸브 개방시간 1.59 초). HV202 가 개방되면 배관내 공

기 (또는 공기/증기 혼합체) 는 Sparger 를 통하여 수조로 분출된다. 이에 

따라 Sparger Header 에서의 압력(PT205)은 증가하 으며 (그림 3.4.8), 

Sparger 내부에 설치한 열전대(TC217, 250)의 온도도 증가하기 시작하

다 (그림 3.4.9).

Sparger 를 통한 배관내 공기 방출은 2.68 초에 시작하여 3.40 초에 완

료된 것으로 추측된다. 2.68 초에 수조에 설치된 동압계가 압력파를 감지

하 으며(그림 3.4.10), 3.38 초에는 Sparger 제일 밑바닥의 유체 온도 

(TC217)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감소하기 시작하 다 (그림 3.4.9). 수조내부

에 설치한 열전대는 공기방출이 약 2.98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3.25 초에 

수조온도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감소하다가 3.59 초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4.11). 공기방출 시작 시간이 동압계나 압력계보다 

늦은 것은 열전대 반응속도가 늦으며, 또한 공기방출 초기에 Sparger 내

부에 있던 물이 먼저 방출되기 때문이다. 즉 Sparger 내부에 있던 물의 

온도는 수조내부 물의 온도와 같기 때문에 물 방출에 의한 수조 물 온도

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2.22 초에 HV202 가 개방되었고, HV202 전단의 압력은 약 2.75 초부

터 감소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3.15 초에 압력이 다시 증가하다가 3.25 

초부터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 다. 실험 초기 배관내 급

격한 압력 강하는 증기 유동때문에 발생하 고, 압력의 재 증가 및 감소 

현상은 배관내 잔여 공기의 방출시 Sparger 내의 공기의 저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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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ger 입구 (PT205) 에서의 압력은 2.78 초부터 증가하다가 3.09 초 

경에 Peak 값 (5.98 bar) 을 기록한 후 감소하 다 (그림 3.4.8).  3.15 초

에는 이 곳에서의 압력이 최소 값을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3.40 초에 최대 값 9.26 bar을 기록하고 감소하 다. 또한 3.09 초에 

Sparger 입구 및 밑바닥에서의 압력이 Peak 를 기록하고 3.15 초까지 감

소하는 데 반하여 Venturi 전후 및 Air Chamber 의 압력은 3.15 초부터 

증가하다가 3.25 초에 감소하는 현상은 3.25 초까지 공기-증기 Mixture 가 

Sparger 를 통하여 전부 빠져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38 

초부터는 증기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배관 및 

Sparger 내부의 공기는, HV202 밸브가 열리기 시작한 후 1.18 초 이내에 

완전하게 방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관 내에서 압축된 공기는 Sparger를 통과한 후 압력이 매우 큰 공기

방울 (Bubble) 을 Sparger 외각에 형성하고 팽창-수축운동을 시작하여 수

조안에 압력파를 발생시킨다 (그림 3.4.10). 즉 공기 방출시 수조 안에 형

성된 공기방울의 압력은 주위의 물보다 크므로 팽창을 시작한다. 물의 관

성 때문에 공기방울이 과도하게 팽창되면 내부 압력이 주위 압력보다 작

게 된다. 이러한 공기방울 내부의 부압은 물의 흐름 속도를 감소시키고, 

이윽고 물은 공기방울을 압축하기 시작하며, 이후 압축이 계속되면 공기방

울의 압력은 주위보다 다시 높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공기방울은 

팽창-수축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한편 공기방울은 부력 때문에 수면을 

향하여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기방울이 진동을 하므

로, 이와 관련된 주위 물의 운동은 수조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물이나 침수

물에 Drag Force 를 유발한다. 그림 2.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방울

의 압력변화는 수조 벽이나 수조 내부 구조물에 진동에 의한 압력하중을 

유발한다. 

공기방울의 팽창-수축 현상은 실험초기에 조그마한 진폭을 갖는 주기

가 매우 짧은 진동을 발생하다가 공기방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매우 큰 

진폭과 긴 주기를 갖는 진동을 발생한 후 점차 진폭이 줄어들며, 5 초 이

후에는 저주파수를 갖는 진동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수조 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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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압변화에 의하면 배관내 공기는 대부분 3.38 초 전에 전부 방출된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은 Sparger 내부에서의 압력이 3.09 초에 Peak 

값을 갖고 3.15 초까지 감소하며, 또한 수조벽에서 측정한 압력파가 3.13 

초 경에 최대값을 기록한 후 진폭이 대폭 감쇠되는 실험결과에 입각한 것

이다. 

공기 방출 초기의 비교적 주기가 짧고 진폭이 작은 진동파를 무시한다

면, 공기방울에 의한 진동은 실험 시작 2.86 초에 시작하여 2 번째 Peak 

에 최대 인장 압력파를 발생하 다. 최대압력파가 발생한 이후에는 진폭이 

급격히 감소하 으며, 5.68 초 후에는 저주파수를 갖는 진동파가 더이상 

관측되지 않았다. 2.86 초 와 5.68 초 사이에는 총 16 개의 진동파가 측정

되었다. 따라서 Air Clearing 에 의한 공기 방울의 평균 진동 주기는 5.7 

Hz 정도이다. 만약 초기의 비교적 작은 진동파를 포함한다면 공기방울의 

평균 진동 주기는 6.4 Hz 가 된다.

Air Clearing 현상이 끝나면 증기가 수조내 물과 반응하여 응축되는 

증기응축현상이 발생한다. 배관내 공기가 전부 방출되면 공기에 의한 배관

내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관 및 Sparger 내부 압력이 비교적 일정하

게 유지되었으며 (그림 3.4.8), 증기 유량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다

만 가압기 내부 압력이 증기가 방출됨에 따라 감소하므로, 배관 및 

Sparger Header 의 압력은 전반적으로 서서히 감소하 다 (그림 3.4.5). 

그러나 이 기간동안 Sparger Header 의 유체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림 3.4.6). 이 기간동안 수조내부에서는 매우 작은 진폭을 갖고 주파수

가 매우 빠른 형태의 압력파가 발생하 다. 

8.67 초에 HV202 밸브가 닫히기 시작하여 9.81 초에 완전히 닫혔다. 

증기 방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Sparger 내 유체온도는 감소하기 시작

하 으며 (그림 3.4.12), Sparger 입구에 설치된 Vacuum Breaker 는 9.34 

초와 9.65 초에 각각 열렸다 닫혔다. 이러한 현상은 Sparger 주위의 물이 

방출배관 안으로 빨려 올라가는 Reflood 현상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즉 

증기 방출이 종료되면 수조내 물이 방출배관 안으로 유입하게 되고 빨려 

올라간 물과 배관내 증기의 경계면에서 증기 응축현상이 발생하여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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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강하시키고 압력을 진공상태로 만든다. 배관에 진공이 생기면 

Vacuum Breaker 는 진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방된다. 이러한 증기 응축

현상이 급격히 발생하면 Water Hammer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현상에 의하여 방출배관이 파괴될 수도 있다. 

9.34 초에 발생한 Vacuum Breaker 는 0.11 초 사이에 부분적으로 열

렸다 닫혔으며, Loop 내 열수력현상에 커다란 향을 미치지는 못하 다. 

그러나 9.65 초에 Vacuum Break 는 약 0.32 초 정도 개방되었으며, 이러

한 Vacuum Breaker 개방은 Sparger 내 유체 거동에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8.67 초에 HV202 밸브가 닫히기 시작하면서 Sparger 내

부 유체의 온도는 감소하다가 밸브가 완전히 닫히기 직전 (9.47 초) 부터

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9.66 초를 전후하여 Sparger 에

서의 유체 온도는 그 위치에 따라 계속 감소하거나 일정온도를 유지하

다 (그림 3.4.12). 

이러한 현상은 Vacuum Breaker 의 작동에 따라 Sparger 내부의 물의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Vacuum Breaker 가 

작동하면 배관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배관 내부의 진공이 파괴되며, 따라서 

배관내 진공으로 인하여 Sparger 내부로 딸려 올라간 물이 다시 하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물에 의하여 냉각되던 열전대가 냉각을 멈추거나 경우에 

따라서 다시 노출되어 가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Vacuum Breaker 

가 다시 닫히면 증기의 응축으로 인하여 다시 진공이 생길 수 있으며, 따

라서 물이 Sparger 내부로 다시 빨려 올라가거나 또는 아래 위로 진동하

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Sparger 밑바닥 근처, 즉 수조 바닥에서부터 높이, 3.44 m 이하에 설

치된 열전대 (TC214, 215, 216, 217) 는 Vacuum Breaker 의 작동과 상관

없이 주위온도까지 냉각되었다 (그림 3.4.12). 그러나 3.94 m 이상에 설치

된 열전대 (TC250, 210, 211, 212, 213) 는 Vacuum Breaker 작동과 더불

어 즉각적으로 냉각이 멈추었으며 실험 종료까지 그 온도를 유지하 다. 

이 현상은 Sparger 내부로 물이 Sparger Header (5.907 m) 이상으로 올라

갔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3.44 m 에 설치된 열전대 TC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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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Vacuum Breaker 작동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냉각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냉각되었다. 그러나 10.5 초 이후에는 온도가 다시 상승하다가 18.5 

초부터는 다시 냉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위가 

Sparger 내부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 초 이

후 수위는 3.5 m 이상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조내 공기방울 진동에 의하여 발생한 압력파 형태가 그림 3.4.10, 

3.4.13-17 에 표시되어 있다. 공기방울은 2.68 초 부터 5.68 초 사이에 팽

창-수축하다 소멸되었으며, 그 이후는 증기의 응축현상이 발생하 다. 수

조 경계에서 측정된 최대 하중은 29.2 kPa 로 수조 밑바닥에서 발생하

으며 (DPT8), 공기방울의 진동주기는 평균 6.4 Hz 이하로 추정된다.

수조 밑바닥에서 높이 112.5cm 인 수조 벽에 부착된 동압계 (DPT3) 

에서의 압력파 변화는 그림 3.4.13과 같다. 약 2.68 초에 공기가 방출되기 

시작하면 증기는 비교적 짧은 주기와 작은 진폭으로 3번 진동한 후 4 번

째 진동 때 실험 최대의 부압 (-23.1 kPa) 과 5 번째 진동 시 최대 동압 

(25.6 kPa)을 기록하 다. 이어서 공기방울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점차 소멸하 다. 이와 같은 경향은 ABB-ATOM 사에서 수행한 수조내 

압력파 거동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ABB-ATOM 의 실험결과는 첫번

째 진동이나 2 번째 진동시 최대 동압이 발생하 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밸브의 개방속도와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ABB-ATOM  의 경우 밸브가 50ms 이내에 개방되므로 배관내 공기

가 순간적으로 하나의 공기방울을 형성하는 데 반하여, 본 실험에서는 밸

브 개방시간이 길어 (1.59 초) 공기의 방출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4번째 진동시 Peak 

발생시점과 5 번째 진동시 Peak 발생시점 차이는 약 0.26 초 (3.85 Hz) 이

었다. 

수조 밑바닥에서 높이 12.5cm 인 수조 벽 (DPT4) 에서의 압력파 변화

는 그림 3.4.10과 같다. 대체적인 경향은 높이 112.5 cm 인 벽에서의 압력

파와 형태가 같으나 Peak 값은 약간 높다 (최대 27.9 kPa, 최소 27.6 

kPa). Sparger 바로 밑에서 30cm 떨어지고, 그리고 수조 밑바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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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m 높이에 설치된 동압력계 (DPT7) 는 그림 3.4.14와 같이 매우 커다란 

압력 Peak 값을 지시하고 있다. 수조 내부에서의 대체적인 압력파 형태는 

수조 벽에서의 압력파 형태와 유사하나 순간적인 압력파의 Peak 값 (247 

kPa) 은 벽에서의 Peak 값보다 9 배 정도 크다. 그러나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0.001 초) 수조 및 구조물에 커다란 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이 계측기 직하방으로 60 cm 밑, 즉 수조바닥에 설치된 계측기 

(DPT8) 의 반응은 그림 3.4.15와 같이 수조 벽에서의 하중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 즉 저주파수 진동파의 형태는 수조벽에서의 하중 형태와 같다. 

그러나 저주파수 진동에 고주파수 진동파가 섞여 발생하며 고주파수 진동

파의 Peak 값은 매우 크다. 

Sparger 분사구멍에서 수평으로 22.5 cm 떨어진 수조 내부에서의 하

중은 (DPT6) 벽에서의 하중보다 매우 크고 또한 순간적인 매우 큰 Peak 

값을 지시하고 있다 (그림 3.4.16). 그러나 이 계측기에서 30 cm 위에 설

치된 DPT5 계측기 (그림 3.4.17) 나 벽에 설치된 계측기 (DPT 3, 4) 에서

는 이보다 부드러운 형태의 압력파가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기방울의 진동에 의한 하중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급격하게 감쇠됨을 

알 수 있으며, 거리가 150 cm 이상이 되면 순간적인 급격한 압력 Peak 

값은 계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RWST 내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

한 Guideline 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수조내 압력하중에 대한 변수 향

공기의 방출시 수조내부 및 벽면에는 공기방울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

해 압력진동파가 발생된다. 수조내 압력분포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Δpwall=
R
r
Δpgas+

R
r
1
2
ρR

2
-[ Rr ]

4 1
2
ρR

2 (3.4.2)

여기서 Δpwall = pwall - p∞, Δpgas = pgas - p∞이고 pgas, p∞는 공기방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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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압력 및 중심 위치에서의 정압을 각각 의미한다. 윗 식에서 첫째항은 

공기방울로부터 주위 응축수로의 압력전달항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항은 

공기방울의 팽창과 수축에 의한 항이다. 또한 첫째항과 둘째항은 (1/r)의 

관계로서 공기방울로부터 충분히 먼 곳까지 향력을 가진다. 셋째항은 

(1/r)
4의 관계로서 공기방울근처의 역에서만 중요하고 거리가 증가하면 

무시할 수 있다. 식(3.4.2)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수조내 압력거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분출시의 공기방울압력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공기방울의 압력은 설계를 위한 중요한 변수이나 공기방울의 

압력을 직접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측

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ATOM은 전기장과 압력장이 동일한 지배방정식(Laplace 

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전기장 상사실험을 수행하여 수조내의 

전압분포를 실제실험과 비교하여 공기방울의 압력을 역으로 계산해 낼 수 

있었다.[Nilsson, 1975] 본 실험에서 수행한 Unit Cell 실험 조건과 전기적 

상사실험의 조건이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ATOM

의 전기상사봉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분출시 공기방

울의 압력을 계산하 다. 

Δp
Δp gas

=
U

U max ,ref,.electrode

(3.4.3)

여기서 U는 전기봉 상사실험에서 측정된 특정위치에서의 전압이고, Umax. 

ref. electrode는 기준전압(2.0V)이다. 

그림 3.4.18에 전기상사봉 실험결과와 본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하

다. 전기상사봉 실험결과에 의하면 수조 바닥 벽면에서 측정된 압력변동

폭은 방출시 공기방울의 압력에 비해 약 71∼74%정도로 관찰되었다. 그림 

3.4.18에서 보듯이 본 실험결과와 전기상사봉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

으며 특히, 수조 높이에 따른 압력변동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수조 

벽면에서는 바닥근처에서 가장 큰 동압이 관찰되었고 바닥면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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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증가할수록 동압폭은 감소하여 자유수면에서의 동압은 결국 0이된

다. 본 실험에서는 수조내 수위를 3.0m와 3.5m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 수

위의 향을 관찰하 다. 

그림 3.4.19 및 20에 벽면에서의 압력하중에 대한 수조온도와 방출공기

량의 향을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조의 온도와 방출공기량은 압

력하중에 주는 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TOM의 Studsvik 

실험결과는 수조온도가 50∼60℃ 근처에서 압력하중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는 주로 밸브의 열림속도에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Studsvik 실험

에서는 밸브열림시간이 40ms 내외의 밸브를 사용하 으나 본 실험에서의 

밸브열림시간은 0.6∼1.7초 정도의 비교적 느린 반응도를 보이고 있다. 그

림 3.4.20에서 보듯이 밸브열림시간이 빠른 경우(VB01, VB02, VB03)가 상

대적으로 느린 경우(CPT01, CPT02, CPT03)에 비해 높은 압력하중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밸브열림시간은 방출공기량에 비해 압력하중에 미치는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공기방울의 압력은 물방출(water clearing)단계 후반부의 증기분사기 

헤더에서의 방출압력에 비례하며[Fredell, 1992] 그림 3.4.21에 증기분사기 

헤더 압력의 향을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벽면에서의 압력은 증기

분사기 헤더 압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 매질안에서의 원형 공기방울의 진동은 다음의 Rayleigh-Plesset 

방정식에 의해 표현된다.[Rayleigh, 1917, Brennen, 1995] 

R
d 2R

dt
2 +

3
2 (
dR
dt )

2

+
4ν l
R
dR
dt
+
2S
ρ lR

=
Δpgas
ρ l

(3.4.4)

여기서 νl은 동점성계수(kinematic viscosity), S는 표면장력계수이다. 또

한 polytropic 과정과 small amplitude approximation을 바탕으로 진동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redell, 1981, Ba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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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
2πR

3κp∞
ρ l

(2.4.5)

식(3.4.4)와 식(3.4.5)에 의해 계산된 주파수는 이상적인 경우로서 공기

방울이 완전히 구형을 이루고 있고 벽면효과가 없는 무한 매질내에서의 

경우이다. 예를들어 CPT03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peak을 사용해서 

계산된 주파수는 3.2Hz이나 식(3.4.4)와 식(3.4.5)에 의한 주파수는 5.7Hz와 

5.2Hz로 각각 계산되었다. Bae [2002]등은 이러한 실험치와 계산치의 차이

을 벽면효과와 공기방울의 뒤틀린 모양 때문이라고 주장하 고, 벽면효과

를 고려하기 위하여 mirror image와 source/sink 방법을 사용하여 주파수

를 계산하 으며 이 경우 주파수는 4.5Hz라고 발표하 다. 

그림 3.4.22에 방출공기량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를 표시하 다. 공기량

이 증가할수록 공기방울의 크기는 증가하고 따라서 진동주파수는 감수하

게 된다.

(3) 압력하중함수(Pressure Forcing Function) 개발

압력하중함수의 개발을 위하여 하중최대조건인 VB03에 대하여 12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 다. [Cho et al., 2001] 실험결과 산정된 기포 최대 압

력을 가지고 APR-1400의 기포 최대 압력을 산정하기 위해, ABB-Atom이 

ABB-CE SYSTEM 80+ 증기분사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 던 방법론을 적

용하 다. 기포 최대 압력에 향을 주는 인자는 방출배관의 최대 증기유

속, 공기방출시 방출배관의 최대 압력, 증기분사기 잠김 깊이, 기포 부피, 

기포 위치, 수조 온도,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 방출밸브의 연속 작동성 및 

방출밸브 개방 시간 등이다. [김환열 등, 1999]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과 관

련하여 본 unit cell 실험장치는 실험 초기 배관 내부의 증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초기 증기량에 따른 기포 압력 변화

를 알아볼 수 없었다. ABB-Atom이 실시하 던 실험은 초기 증기량을 조

절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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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ABB-Atom의 실험결과를 살펴보았다. 초기 증기량의 변화

는 방출배관의 초기 온도 및 압력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참고문헌 

[Nilsson, 1975]의 run 155 ∼ 175 데이타에서 방출배관 온도와 기포 최대 

압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누설에 의해 배관 내에 존재하는 증기량

과 기포 최대 압력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nit cell 

실험에서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은 기포 최대 압력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 다. 방출밸브의 연속 작동성과 관련하여, 증기방출밸

브가 열려 증기가 방출된 후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에 기포 최대 압

력은 일단 밸브가 열렸다 닫히면 곧 진공밸브(vacuum valve)가 열려 배

관 내로 상승했던 물을 아래로 어내며 배관 내로 새로운 비응축성 가스

를 채우지만 그 양이 안전밸브가 열리기 이전에 존재했던 양에 비해 작다. 

따라서, 증기방출밸브가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의 기포 최대 압력이 

최초로 밸브가 열리는 경우에 비해 작기 때문에 방출밸브의 연속 작동성

은 고려하지 않았다. 방출밸브 개방 시간은 기포 최대 압력에 미치는 향

이 매우 크다. APR-1400에서 POSRV 개방시간은 수동개방인 경우 0.7 

초, 자동개방인 경우 1.7 초로 되어 있다. 방출밸브 개방 시간이 짧을수록 

기포 최대 압력이 커지는 바, unit cell 실험에서 방출밸브 개방 시간을 

APR-1400의 수동개방인 0.7 초와 같게 하 다. 그 외 인자의 경우 

APR-1400 설계자료와 unit cell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보정계수를 표 

3.4.3에 수록하 다. 이중에서 방출배관의 최대 증기유속 인자는 보정계수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기방출시 방출배관의 최대 압력이 

APR-1400 기포 최대 압력 산정에 더 중요한 방출배관 내부의 수력학적 

인자이기 때문이다. 공기방출시 방출배관 최대압력은 실험값이 APR-1400

에 비해 조금 크지만 이 인자에 대한 보정계수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1.0으

로 산정하 다. 기포 부피에 대해서는 방출배관 내부의 공기량이 unit cell 

실험조건과 APR-1400 설계자료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계수는 1.0

으로 산정하 다. 수조 온도는 APR-1400의 경우 10 ∼ 48.9 
o
C의 범위를 

갖는데 비해 실험은 20 
oC에서만 실시하 다. 그렇지만 참고문헌[김환열 

등, 1999]에 의하면 수조 온도가 10 ∼ 50 oC인 경우 수조 온도는 기포 압

력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정계수는 1.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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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하 다. 나머지 인자에 대해서는 APR-1400 값과 실험값이 동일하

므로 보정계수는 1.0으로 산정하 다. 결과적으로 APR-1400값과 실험값의 

종합 보정계수가 1.0이므로 APR-1400 공기기포 최대 압력(진폭)은 실험값

과 동일한 65 kPa로 산정하 다. APR-1400의 대표 주파수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간에서 압력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

에 unit cell 실험에서 구한 기포 대표 주파수 평균값인 3.23 Hz로 산정하

다.

APR-1400의 기포 압력과 주파수에 대해 정규화시켜 구한 압력하

중함수는 그림 3.4.23에 표시하 다. 이 그림은 DPT-4에서 측정된 12회의 

전체 실험에서 측정된 벽면 동압 자료를 평균하여 구한 것이다. 

APR-1400 기포의 실제 압력 거동을 그림 3.4.24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

에 나타난 기포의 실제 압력거동은 APR-1400 정규화한 압력하중함수인 

그림 3.4.23에 최대 기포 압력인 65 kPa과 대표 주파수인 3.23 Hz를 고려

하여 구한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APR1400에 사용될 원형 증기분사기를 사용한 실증실

험을 수행하여 수조온도, 수위, 방출공기량, 밸브열림시간 등의 여러변수 

향을 고찰하 고 압력하중함수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

자료는 향후 APR1400의 관련계통 설계 및 코드 검증용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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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Technical specifications of air compressor

Descriptions Value

모델명 AHH-300

형식 공랭식, 3단 압축, 왕복동 W형

실린더내경

(mm)

1단 65

2단 25

3단 13

피스톤행정(mm) 36

흡입압력(mmHg) 760

상용압력(kg/cm2) 65

회전수(RPM) 1120

실토출용략(liter/Hr) 1500

소요동력(kW) 2.8

전동기동력(kW) 3.7

압력

(kg/cm2)

1단 8

2단 25

3단 65

기동방식 자동

구동방식 V-belt 구동

윤활방식 비산식

윤활유량

(liter)

초기충진시 3

보충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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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 Test Matrix

공기 양1
밸브 개방/

폐쇄시간2
가압기 

압력3
기온4 수온5 VB ID6

밸브 

면적7
수위8

CPT-1 최소

1.7초/1.0초

저압 50 ℃ 20 ℃ Full

Full

3.5 m

CPT-2 중간

CPT-3 최대

CPT-4 최소
0.7초/1.0초 25 %

CPT-5 최대

QWT-1

최소

1.7초/1.0초 저압 50 ℃

60 ℃

Full Full 3.5 m

QWT-2 80 ℃

QWT-3 90 ℃

QWT-4

최대

60 ℃

QWT-5 80 ℃

QWT-6 90 ℃

VB-1 최소

0.7 초/1.0초 저압 50 ℃ 20 ℃

3 %

Full 3.5 mVB-2 중간 2.5 %

VB-3 최대 2.0 %

AT-1
최대

0.7초/1.0초
저압 고온 Worst Optimal Full 3.5 m

AT-2 1.7초/1.0초

SMF-1
최대

0.7초/1.0초
고압 50 ℃ 50 ℃ Optimal Full 3.5 m

SMF-2 1.7초/1.0초

WL-1
최대

0.7초/1.0초
저압 50 ℃ 20 ℃ Optimal Full 저수위

WL-2 1.7초/1.0초

ML-1
최대

1.7초/1.0초
저압 Worst Worst Optimal Full Worst

ML-2 0.7초/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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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배관내 공기 양을 의미한다. “최대” 값은 하나의 Sparger 를 통하여 방출

될 수 있는 최대 공기 양이며, "최소”는 최소 공기 양이다. 한편 “중간“은 이 두 

값의 중간값이다. 본 실험에서 "최대” 값은 3.31 lbm,  “최소”값은 1.89 lbm 이며, 

"중간“ 값은 2.5 lbm이다.

2. 원형에서의 감압밸브 개방속도는 수동시 0.7 초, 자동시 1.7 초이며, 또한 

밸브 폐쇄속도도 각각 0.7/1.7 초이다. 한편 실험에서의 개방속도는 원현 밸브와 

같다. 한편 밸브의 폐쇄속도는 1.0 초 전후로 현장 사정에 따른다.

3. 저압은 15.0 MPa, 고압은 16.0 MPa 임. 가압기 고압조건에서의 증기유속

은 저압조건에 비하여 증기유속이 크다.

4. 기온은 배관내 공기/기체의 온도를 의미하며, 정미값은 50 ℃ 이다. “고온”

은 밸브를 개방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밸브를 폐쇄한 후 Reflood 현상이 발생하

고, Vacuum Breaker 가 작동하 을 때의 배관내 온도로 정의하며, 실험시 측정

된 값 (90 ℃) 을 사용한다. "Worst" 는 실험시 가장 큰 하중이 발생하 을 때의 

기온으로 정의한다.

5. 수조 물 온도는 수조의 초기 온도를 의미한다. 정미값은 20 ℃ 이다. 

"Worst" 는 실험시 가장 큰 하중이 발생하 을 때의 수온을 의미한다.

6. VB ID 는 Vacuum Breaker의 내경을 의미한다. “Full" 은 기존 VB 의 내

경을 의미한다 (ID>40 mm). ”3 %” 는 내경이 25.35 mm 이고, ”2.5 %” 는 23.14 

mm, “2 %” 는 내경이 20.69 mm 이다. ”Optimal" 은  Reflood 시 물이 수평부까

지 올라오지 않는 실험시 측정된 최소 VB ID이다.

7. 이 면적은 증기의 방출량을 제한한다. 100 % 밸브면적은 1/12 로 축척된 

POSRV 의 Throat Area (ID = 40.42 mm) 를 의미한다. Venturi 의 직경이 

29.44 mm 이므로 “Full" 은 53 % 유로를 의미한다. “25 %” 면적은 Valve-I 의 

Throat Area가 축척된 값의 25 % (ID=20.21 mm) 로 정의한다. 

8. 수위는 수조에서의 초기 물 높이를 의미한다. 정미값은 3.5 m 이며, “저수

위”는 3.0 m 이다. Sparger의 최하부는 수조바닥에서 0.9 m 상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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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Compensation factor for the calculation of maximum 

bubble pressure of APR-1400

인자 APR-1400
실험

(12회 평균)
보정계수

방출배관의 최대

증기유속 (kg/m
2
s)

1580 N/A N/A

공기방출시 방출배관

최대압력 (MPa)
0.9 0.98 1.0

증기분사기 잠김깊이 

(m)
2.7 2.7 1.0

수조 벽에서 

기포까지의 거리 (m)
1.5 1.5 1.0

공기량 (lbm) 3.3 3.31 1.0

수조 수온 (oC) 10 - 48.9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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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View of air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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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Schematic diagram of unit cell test facility

HV-201 HV-202HV-201 HV-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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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Instrumentations Arrangement of the Unit Cell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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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Location of Dynamic Pressure Sensors and Thermocouples in 

the Quench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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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Loop Pressure Variation during Blowdown (CPT-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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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Loop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Blowdown 

(CPT-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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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Steam Mass Flow Rate vs. Time during Blowdown 

(CPT-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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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Pressure at Sparger Header during Blowdown 

(CPT-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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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Temperature at Sparger during Blowdown (CPT-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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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Dynamic Pressure Variation at the Quench Tank 

Wall (CPT-1 Test: DP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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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Quench Tank Water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Blowdown (CPT-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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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Fluid Temperature in the Sparger vs. Time (CPT-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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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Dynamic Pressure Variation at the Quench Tank Wall 

(CPT-1 Test: DP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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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Dynamic Pressure Variation at the Bottom of the 

Sparger (CPT-1 Test: DPT7)

2 3 4 5 6
-100

0

100

200

300

Pr
es

su
re

 (k
Pa

)

Time (s)



- 168 -

Fig. 3.4.15  Dynamic Pressure Variation at the Bottom of the 

Quench Tank (CPT-1 Test: DP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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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Dynamic Pressure Variation at the Side of the 

Sparger Holes (CPT-1 Test: DPT6)

2 3 4 5 6
-50

-25

0

25

50

75

100

Pr
es

su
re

 (k
Pa

)

Time (s)



- 170 -

Fig. 3.4.17  Dynamic Pressure Variation at the Top of the 

DPT6 (CPT-1 Test: DP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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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Electrode analogy curve of ATOM and the 

pres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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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Standardized maximum positive pressure 

amplitude with the variation of poo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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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Standardized maximum positive pressure 

amplitude with the variation of air mass and valve open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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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Standardized maximum positive pressure 

amplitude with the variation of head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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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Dominant frequency with the variation of 

discharged air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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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3 Pressure forcing function of APR1400 sp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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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24 Air bubble pressure of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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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WST내 열혼합 특성실험

본 절의 전반부에서는 APR1400 원형증기분사기의 공기방출성능을 중

심으로 각종 변수에 대한 수조내 압력하중 및 진동주파수 관점에서 설명

하 다. 여기서는 증기분사기를 통한 증기의 지속적인 방출시 수조내 온도

분포에 대하여 설명한다. 

증기분사기를 통한 증기의 지속적인 방출시 수조내의 응축수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데 이때 증기분사기의 분사성능에 따라서 수조

내 직접접촉응축특성이 달라지고 이에따라 수조내 열혼합성능이 차이를 

보인다. 열혼합성능이 나쁘면 수조내 응축수의 원활한 혼합이 되지않아 증

기제트 주위의 응축수가 평균온도에 비해 높아지게 되고 과도한 응축하중

의 발생과 더블어 수조내 열성층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열성층현상은 수

조내 가압효과를 촉진하여 압력을 상승시키게 된다. 원자로 배수탱크와 같

은 가압용기의 경우 이러한 압력상승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한된 용량의 

수조내 압력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기분사기를 통한 증기의 분출

시 수조내 열혼합성능 증진을 통한 직접접촉 응축효율의 증대가 필요하다. 

방출구를 통해 분사되는 증기는 일정형태의 증기제트를 형성하게 되고 

증기분사기의 경우 이러한 증기제트는 전 절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인접한 

증기제트와 상호 간섭을 일으킨다. 분사되는 증기제트는 주위 응축수와의 

직접접촉응축을 통해 응축되어 응축수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 뿐만아

니라 증기유속에 의한 속도에너지를 통해 응축수를 수조내에서 순환시키

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서 수조내 열혼합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열혼합성능

은 증기분사기의 형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증기분사기의 성능평가시 

포함되어야 한다.

증기분사기의 역할은 공기 및 증기 방출시의 압력하중을 감소시키고, 

증기의 지속적인 분출시 수조내 응축수의 원활환 혼합을 통한 응축효율의 

증대이다. 따라서 증기분사기의 성능평가시 압력하중에 대한 평가와 더블

어 수조내 열혼합성능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증기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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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시 수조내 온도분포를 측정하여 수조내 유동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열혼합성능을 평가하 다.

가. 실험장치

수조내 온도측정을 위하여 그림 3.4.25에 표시한 바와같이 수조내 열전

대의 위치를 수정하여 장착하 고, 가압기의 증기공급용량을 고려하여 원

형의 증기분사기의 반경방향 방출구의 개수를 64개(원형 증기분사기의 경

우 반경방향 방출구의 개수는 144개임)로 축소하 다. 수조내 열전대의 위

치는 수직위치에 따라 8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증기분사기로부터 반경방향 

거리를 3부분으로 나누어 장착 하 다. 실험장치의 다른 부분은 본 절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Unit Cell 실험을 위한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 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수조내 열혼합성능을 수조내 온도분포를 통하여 고찰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직접접촉응축 열전달 측면보다는 수조내 유동특성에 중점을 두어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4.26∼28에 수조온도가 20℃일 경우 증기분사시 수조내 각 위치

에서의 온도변화를 표시하 다. 그림 3.4.25에서 보듯이 수조내에는 총 24

개의 열전대가 장착되어 있다. 방출초기에는 방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에있는 TC-636이 가장빠른 반응을 보 으나 방출이 진행됨에 따라 바닥

면에서 5cm 떨어진 TC-638에서의 온도가 방출구 근처보다(TC-636) 높게 

관찰되었다. 또한 방출구의 상부에 설치된 열전대(TC-631∼635)와 하부에 

위치한 열전대(TC-636∼638)의 온도변화를 비교하면 하부에 설치한 열전

대의 온도는 방출과 더블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상부의 온

도는 큰 변화없이 평균온도의 상승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방출초

기에는 증기가 방출구로부터 수평방향으로 분사되나 이후 방출이 계속됨

에 따라서 하중감쇄링(Load Reduction Ring)으로부터 수직하방으로 분출

된 증기가 방출구로부터 분출된 증기를 아래쪽으로 어 분출의 주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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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하방으로 형성된 때문이다. 따라서 하중감쇄링은 초기 공기방출시의 

압력하중을 감쇄시키는 역할 뿐만아니라 증기분출시 증기가 수직하방으로 

분사 되도록 조절하여 응축수가 바닥으로부터 수면까지 원활히 순환하도

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축수의 순환은 수조내 열혼합성능을 높이게 되

고 결국 증기의 응축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림 3.4.26∼28에서 TC-636, TC-644, TC-652를 비교해보면 초기 방

출시 방출구로부터 분사된 증기제트의 거동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증기분

사기 중심으로부터 40cm 이격된 위치(TC-636)에서는 급격한 온도상승을 

관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온도상승폭은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TC-644) 

작아지게되고 140cm 이격된 곳(TC-652)에서는 초기방출로 인한 온도상승

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초기증기방출시 증기제트의 침투길이는 증기

분사기 중심으로부터 40 ∼ 90cm 사이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격거리가 140cm인 곳(TC-647∼TC-654)에서의 온도를 같은 높이의 

다른 온도와 비교해보면 온도가 다른 것에 비해 심하게 변동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응축수의 주된 유동이 증기분사기의 수직하방에서 

시작하여 수조 바닥면을 타고 벽쪽으로 진행되고 결국 수조벽면을 타고 

수직 상방향으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동의 경향은 각 열전대의 

최초반응시간을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진다. 그림 3.4.28에서 보듯이 바닥면

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인 TC-654에서 가장 먼저 온도상승이 발생하 으

며 높이가 높아질수록 최초 반응시간은 느려져 TC-647은 TC-654에 비해 

약 10초후에 반응하게 된다. 온도분포도 바닥근처에서 가장 높은값을 표시

하고 있으며 높이에 따라 감소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수조내 유동분포를 그림 3.4.29에 표시하 다. 

본 실험에서는 증기분사시 수조내 온도분포 및 응축수 유동특성을 관찰하

다. 본 연구자료는 수조내 직접접촉응축특성 해석을 위한 코드 평가자료

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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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Thermocouple location in the quench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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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quench tank (TC-63

1∼TC-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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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quench tank (TC-63

9∼TC-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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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quench tank (TC-647∼

TC-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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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Schematic diagram of flow pattern map in the 

quench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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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   론   

본 장에서는 물-증기의 직접접촉응축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

탕으로 노즐을 통한 증기의 분출시 수조내 열혼합성능과 응축하중관점에

서의 연구를 시작으로 다공의 증기분사기에 대한 증기분출 특성규명과 성

능검증을 위해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다

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물-증기 직접접촉응축 특성 규명

(2) 단공의 노즐에 대한 증기방출성능 및 증기방출시 노즐의 형상에 따

른 열혼합성능과 압력하중 특성규명

(3) 소형 증기분사기의 형상에 따른 수조내 응축특성 변화 및 방출에 

따른 응축 진동주파수를 유량과 수조온도 및 증기분사기 방출구 배열에 

따라서 정량화 함

(4) APR1400 원형증기분사기의 공기방출시 수조내 하중특성과 열혼합 

성능을 실험적으로 규명함

(5) APR1400 원형증기분사기를 사용한 성능검증실험을 수행하여 관련 

계통의 설계자료로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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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RCS 열수력 Loop 고온․고압 임계열유속 실험

제 1 절 서론

  비등 열전달 시스템에서 열유속이 증가하면 액체가 가열표면을 적시지 

못하게 되고 가열표면 열전달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

가 있다. 이 때의 열유속을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 : CHF)이라고 

한다. 원자로 노심에서 임계열유속 조건이 일어나면 핵연료봉의 급격한 온

도 상승으로 인해 핵연료봉의 파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임계열유속은 노심

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열적 한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열수력 인자이다. 

임계열유속 예측의 신뢰성은 원자로의 안전성에 직접 향을 미치기 때문

에 과거 40년 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발된 임계열유속 상관식들은 핵연료개발 및 노심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원자로 정상 운전 조건을 대상으로 수

행된 것들이고 좁은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며,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같은 사고시나 운전 과도상태시에서의 저유량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거

동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또 앞으로 개발될 신형 경수 원자로에는 수동

안전장치(Passive Safety Feature)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

고시 노심의 냉각능력은 자연순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저유량 역의 임계열유속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Database의 정비가 필

요하다.

  본 장에서는 저유량, Zero 유량 및 유량과도 등, 사고시 노심에서 일어

나는 유량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를 기술한다.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고온, 고압 CHF 실험장치인 RCS 열수력 

Loop를 이용하여 환상유로와 가압경수로형 3x3 봉다발 및 7 봉다발을 대

상으로 광범위한 압력조건에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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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장치

1. RCS 열수력 Loop 실험장치

가. RCS 열수력 Loop

  물을 이용한 임계열유속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RCS 열수력 Loop

를 사용하 다. RCS 열수력 Loop의 주요 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운전압력 : 0.5 ∼ 16 MPa

- 시험대 유량 : 0.03 ∼ 3 kg/s

- 순화용수 최대 온도 : 347 
o
C

- 시험관 최대 출력 : 500 kW

  그림 4.2.1과 4.2.2는 RCS 열수력 Loop의 개략도 및 사진을 보여준다. 

실험장치는 순환펌프(Circulating Pump), 예열기(Preheater), 시험관(Test 

Section), 기수분리기(Steam/Water Separator), 응축기(Condenser), 가압기

(Pressurizer) 및 열교환기(Cooler)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해 실험장치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304를 사용하 으며, 사용된 순환

용수는 De-Ionized Water를 사용한다. 유량의 측정은 실험조건에 맞는 다

양한 크기의 오리피스 유량계를 사용한다. 유량은 순환펌프의 회전속도 조

절, 순환펌프 Bypass Line의 유량조절 및 유량제어 밸브의 개도 조절을 

조합하여 제어된다. 저유량 역에서 흔히 관찰되는 유동의 진동은 시험관 

입구에 설치된 밸브를 충분히 Throttling하여 제거한다. 40 kW의 출력을 

갖는 예열기는 시험관 입구의 용수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시험관에서 수증기-물의 2상유동 상태로 가열된 순환용수는 기수분리기에

서 수증기와 물로 완전히 분리되고, U-Tube Type의 열교환기에서 설정

된 온도까지 냉각된다. 실험장치의 가압 및 계통압력은 가압기 내부에 설

치된 40 kW의 가열봉을 사용하여 조절한다. 실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관

은 환상관, 봉다발 등으로 교체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나. 시험관 및 실험장치

(1) 환상관 임계열유속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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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관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은 기하학적 형상은 동일하지만, 축방향 

출력분포가 균일 출력과 대칭 코사인 축방향 출력분포를 갖는 두 개의 시

험관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시험관은 핵연료봉을 모의하도록 출력분포가 균

일한 가열봉이 장전된 구조로 환상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가열봉의 직경 

및 가열길이는 각각 9.54 mm, 1842 mm이고, 환상유로의 내경은 19.4 mm

이다. 가열봉의 Sheath는 Inconel 600이며, 내부에 설치된 Nichrome 저항

선에 교류를 통과시켜 간접적으로 가열된다. 가열봉에는 표면 온도를 측정

하고 임계열유속을 검출하기 위해 Sheath 직경이 0.5 mm인 K-Type 비

접지형 열전대 6개가 부착되어 있다. 표면 온도 검출용 열전대는 가열봉의 

가열길이 끝으로부터 10, 30, 110, 310, 510, 910 mm에 위치해 있다. 그림 

4.2.3은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시험관의 구조 및 열전대의 위치를 보여준

다.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시험관은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시험관과 거의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수직방향의 출력분포는 10개의 Step으로 균일하게 

나뉘어져 있어 대칭적인 코사인 출력분포를 모의한다.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시험관이 그림 4.2.4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시험관에서의 임계열유속은 시험관 출구가 아닌 상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열전대의 위치는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시험관과 다르게 설치하

다. 대칭 코사인 출력분포의 갖는 시험관의 표면 온도 검출용 열전대는 가

열봉의 가열길이 끝으로부터 10, 20, 301, 400, 510, 740 mm에 위치해 있

다. 그림 4.2.5는 정규화된 열유속분포의 값과 그 근사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1은 두 개의 시험관의 설계 변수가 비교되어 있다. 

(2)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3 x 3 봉다발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은 축방향 열유속 분포가 균일할 

경우와 비균일할 경우의 두 가지에 대해 수행하 다. 두 가지 시험관의 기

하학적 형상은 동일하며, 가열봉의 기하학적 형상은 가압경수로의 것과 동

일하다. 3 x 3 균일 열유속 봉다발 임계열유속에 사용된 시험관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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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4.2.9에 보여준 것처럼 축방향 출력분포가 균일한 가열길이가 

3670 mm인 6개의 가열봉과 3개의 비가열봉으로 구성된 3 x 3 봉다발이 

6“ 압력용기내에 설치된 사각의 Flow Housing 내부에 장전되어 있다. 가

열봉 및 비가열봉 직경은 9.52 mm이며, 가열봉 사이의 피치는 12.6 mm이

다. 가열봉은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 출력제어기를 사용하여 3

상 AC 전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열된다. 가열봉에는 그 표면온도를 측정

하고 임계열유속을 검출하기 위한 Sheath 직경이 0.5 mm인 K-Type 비

접지형 열전대 6개 혹은 4개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형태의 열전대가 

가열구간 입구 및 출구의 부수로에서의 유체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16개씩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부수로 유체 온도의 측정은 부수로 코

드 등을 사용한 국부조건의 예측에 필수적인 중요 데이터이다. 그림 4.2.10

은 부수로 유체온도 측정용 열전대 설치 모양과 고정체를 보여준다. 그림 

4.2.11과 4.2.12는 봉다발내 지지격자의 설치 위치 및 지지격자 단면도를 

보여준다. 그림 4.2.13과 4.2.14는 가열봉 벽면온도 측정용 열전대 설치 위

치 및 차압측정 위치를 보여준다. 

  비균일 축방향 열유속 분포를 갖는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시험관은 

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는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시험관과 동일한 기하

학적 형상을 갖는다. 두 가지의 시험관이 서로 다른 점은 벽면 온도 측정

용 열전대의 위치와 축방향 출력분포이다. 그림 4.2.15는 비균일 축방향 열

유속 분포를 갖는 가열봉에 대한 벽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수직 위치를 

보여준다. 비균일 축방향 열유속 분포를 갖는 가열봉은 그림 4.2.16에 나타

난 것처럼 15개의 균일한 Step으로 나뉘어진 대칭 코사인 열유속 분포르 

갖는다. 

(3) 7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대상 실험집합체는 SSF(Self-Spaced Square Finned) 핵연료를 모의한 

7개의 가열봉으로 구성되며, 축방향 출력분포는 균일 출력분포와 비균일 

출력분포의 두 종류이다. 가열봉의 단면 모양은 사각형이며, 네 모서리에 

Fin이 부착되어 있고 Fin은 가열봉 축방향으로 Twist 되어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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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주 작은 단면을 가진 가열봉은 내부에 발열체를 설치하는 간접가열 

방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복관에 직접 통전하여 Joule 가열하는 직

접가열방식으로 제작된다. 그림 4.2.17은 비균일 출력분포를 가진 가열봉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열봉의 재질은 Inconel 600이다. 가열길이는 800 

mm이며 CHF를 검출하기 위한 열전대가 가열봉 내부에서 피복관에 부착

되어있다. 균일 출력분포 가열봉내에는 외경이 0.3∼0.5 mm(Thermo 

electrode Diameter : ∼0.1 mm)인 4개의 Chromel-Alumel (K-Type) 열

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열전대는 가열봉의 가열길이 상부로부터 10±2 

mm인 위치에 동일 수직선상에 설치되어 있다. 세 개의 열전대는 사각 가

열봉의 측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열전대는 리브(Rib)에 연

결되어 있다. 그림 4.2.18과 4.2.19는 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는 시험대 N1

과 N2의 가열봉,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및 유체 온도 측정 열전대의 위치

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

가 3개 설치되어 있다. 표 4.2.2에는 우리 연구소에 제공된 균일 출력분포 

시험대 N1에 대한 열전대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의 3개의 열전대

는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이다. 나머지의 열전대는 가열봉의 

벽면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이며, 열전대 번호는 IK로 나타내며, 여기서 

I는 가열봉 번호, K는 가열봉내 열전대의 번호를 나타낸다. 표 4.2.3은 균

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열봉다발 N1과 N2의 기하학적 형상 데이터를 보여

준다. 

  비균일 출력분포 가열봉은 축방향 위치에 따라 피복관 두께를 조절하여 

출력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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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는 비균일 열유속 분포 

시험대의 열유속 분포 데이터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비균일 출

력분포 가열봉은 대칭 코사인분포를 갖는다.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열

봉에는 8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4.2.20과 4.2.21은 비균일 출력

분포를 갖는 가열봉다발 N1과 N2에 대한 열전대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A부터 D의 단면은 각각 시험대의 출구부분으로부터 각 출력 Step

의 끝으로부터 10 mm인 수직위치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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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열봉에는 4개의 Step에 동일 원주상에 각각 2개씩 총 8개의 열전대

가 설치되어 있다. 표 4.2.5는 비균일 출력분포 가열봉다발 N1과 N2의 가

열봉들의 기하학적 형상 데이터를 보여준다.

  7 봉다발 시험대 유로의 수력학적 등가직경은 2.54 mm이며, 요구되는 

유량 조건은 0.014∼0.2 kg/s로 매우 낮다. 기존 RCS 열수력 Loop의 시험

대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4.2.22에 나타낸 바와 

같은 SSF 가열봉 다발에 대한 CHF 실험을 위한 새로운 Loop를 기존 

Loo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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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진다. SSF CHF 실험 장치는1/2 inch(내경 11.8 mm)인 배관, 유량제어 밸

브, 터빈유량계, 시험대, 압력평형관 (Pressure Equalization Line) 및 가열

봉다발 전력공급/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대 입구의 유량은 주 순

환펌프의 회전수 및 유량 제어밸브로 제어되며 입구온도는 주로 예열기로 

제어되나, 미세 조절은 SSF 실험 Loop 배관에 설치된 Tracing Heater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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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유량에 선형적으로 변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따라

서 터빈의 회전속도를 측정함으로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터빈날개의 

회전은 터빈유량계에 장착된 Magnetic Pickup 장치에서 전기펄스를 발생

시킨다. 터빈날개(Turbine Blade)가 임의의 위치를 통과하는 것을 

Magnetic Pickup 장치를 이용하여 Count하고, 이를 이용하여 터빈의 회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Magnetic Pickup 장치는 터빈날개가 특정 위치를 

지날 때마다 펄스를 발생시키고, Pulse-Rate Meter에 입력되어 순시 유량

이 측정된다. 또한 Pulse Counter는 주어진 시간 동안 Pulse의 총수를 

Count함으로서, 총적분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터빈유량계는 유량

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만일 전압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펄스

는 Frequency-to-Voltage Converter에 입력되어, Frequency-to-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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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r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획득계

통에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터빈유량계의 단면도 및 작동원리가 그림 

4.2.23에 나타나 있다. 

  터빈유량계는 유동장의 속도분포의 교란(Disturbance)에 민감하다. 따라

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보통 터빈유량계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관의 직경 

D의 10배와 5배에 해당하는 직선/수평 역이 필요하다. 또한 상류에는 

Straightening Vane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유동 교란 발생장치인 펌프, 

밸브 및 엘보우 등이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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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정 유량 역은 2.8∼28 liter/min이다. 그러나, 현재 구입된 터빈유량계는 

확장된 유량 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량계의 교정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측정 가능한 유량 역은 0.76∼28 liter/min이다.  측정 유량 역에서 

K-Factor의 값은 약 4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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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에서 터빈유량계내의 압력강하는 700 mBar이하이며, 동적반응시간

(Dynamic Response Time)은 유량의 Step Input Change에 대해 10 ms이

하이다. 

  터빈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유체의 속도뿐만 아니라 유체의 물성치에 의

존한다. 터빈유량계의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유체의 물성치는 유체의 동점

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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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그러므로, 7 Rod 열유속 실험의 경우처럼 유체의 운전온도가 실험조건

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도

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교정 곡선이 “Universal Viscosity Curve"라고 

하며, 이는 K-Factor와 Hz/v의 함수로 표현된 곡선이다. 여기서 

K-Factor는 터빈유량계를 지나는 유체의 단위 체적당 유량계에서 발생하

는 전기 펄스의 수를 말한다. 또한 Hz는 펄스의 단위 시간당 펄스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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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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로부터 동점도를 계산하고, 터빈유량계에서 발생하는 펄스의 주기로부터 

Hz/v를 계산한다. 이 값을 기반으로 "Universal Viscosity Curve"로부터 

K-Factor의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터빈유량계를 지나는 유체의 유량

을 계산할 수 있다. 

Q (m
3/sec) = 

Hz
K- factor

7 Rod 터빈유량계의 Universal Viscosity Curve가 그림 4.2.24에 나타나 

있다. 또한 그림 4.2.25에는 터빈유량계의 펄스값을 전류로 바꿔주는 

Two-Wire Transmitter의 교정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그림 4.2.26과 4.2.27에 나타난 시험대(Test Section)는 시험용기(Test 

Vessel)내에 포함된 7 가열봉다발 모델(7-Rod Bundle Model)을 나타낸다. 

시험대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2.6은 시험대 및 시

험용기 구성품의 번호 및 명칭을 보여준다. 

- 열전대가 장착된 7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전기 가열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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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대가 시험대 상부를 통해 외부로 온도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입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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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플레넘 역에는 유체의 온도 측정용 Thermowell 2개, 압력 측정계

측기 1개 및 차압측정 계측기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 시험대의 운전조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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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

러시아의 IPPE에서 우리 연구소에 제공하는 가열봉다발은 균일 출력분포

와 비균일 출력분포의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각각 2개씩 총 4개의 시험

대가 제공되었다. 시험용기는 하나만 제공되어, 다른 가열봉다발을 이용하

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가열봉다발을 시험용기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러시아 IPPE 연구소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제공된 시험대의 단면적에 

대한 설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Cross-Sectional Flow Area (유동면적) : 139.84 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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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2

- Hexagonal Flow Area of Barrel (Without Rods) : 325.94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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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Two Opposite Sides) : 19.4 mm

  시험대 내부 유체온도 및 가열봉다발 벽면온도를 측정하기 이한 열전대

의 설치에는 그림 4.2.27에 나타난 구성품 9, 10, 36, 52, 57 및 58이 사용

된다. 절연판 36은 6각형 모양으로, 절연판의 한 면에는 2줄로 20개의 접

점(Contact Points)이 위치해 있어, 가열봉에 설치된 열전대 10개가 연결

된다. 따라서 절연판에는 총 60개의 열전대를 연결할 수 있다. 절연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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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는 1에서 6까지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접점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C와 A의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알파벳 C와 A는 각각 

Chromel과 Alumel을 의미하며, 열전대의 Chromel과 Alumel이 각각 연결

된다. 표 4.2.7에는 접점과 내부 Terminal Block 번호 및 외부로의 연결을 

위한 Hermolead Number 및 외부의 Label Number at Outlet이 나타나 있

다. 시험대 내부의 열전대는 외부로 열전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절연판

의 상부에서 아크용접 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대를 교체할 경우에 이러한 

아크용접된 부분을 제거하고, 시험대로부터의 열전대를 아크용접 하여야 

한다. 

  SSF 가열봉은 내부가 빈 얇은 피복관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고압 실험

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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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8에 보여준 바와 같

이 시험대 상부의 가스 평형 장치와 RCS Loop의 가압기를 Accumulator

를 통하여 연결하고 Accumulator를 질소 가스로 가압함으로써 항상 가열

봉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 보다 약한 높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 다.

  본 가열봉의 가열방식은 직접 통전 가열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접가열 

방식은 낮은 직류 전압과 높은 전류가 요구된다. 기존 시험대는 간접 가열

방식에 적합한 전력공급계통은 사용하고 있다. CHF 실험에서는 직접가열 

가열봉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원공급장치에서 교류에서 직류로 변

환할 때 발생하는 Ripple에 주의하여야한다. Ripple이 크면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가 생겨 출력 측정에 오차가 커지며 가열봉 표면의 온도가 고르

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D. C. 75 Volt, 6000 A, 450 kW의 

용량을 갖는 출력범위 10∼100 %에서 Ripple이 1 %이하의 직류 전원공급

장치를 개발, 제작하 다. 가열봉다발에 공급되는 전력은 변압기에서 6상, 

저전압으로 변환되고 정류기로 공급된다. 변압기에는 저부하일 때 Ripple

을 줄이기 위해서 0∼17 V, 0∼35 V 및 0∼75 V의 3종류의 텝을 설치하

고 실험조건에 따라 적절한 전압범위를 쓸 수 있도록 하 다. 6상, 저전압 

전원은 정류기에서 SCR Unit에 위해 6상, 전파정류(12 Pulse, SCR 2차제

어)방식으로 직류 전원으로 정류되며  출력 전압은 이상제어(Phas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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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방식으로 조절된다. 더 출력 전압의 고주파 성분을 없애기 위해 

LC 회로를 통하여 가열봉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10∼100 % 부하 범위

에서 Ripple을 1 % 이하로 억제할 수 있었다. 

다. 계측계통

  본 실험의 주요 측정변수는 시험관 입구 및 출구의 순환용수 온도와 압

력, Test Section 유량 및 차압, 가열봉의 표면 온도 및 가열봉에 투입되

는 전력 등이며, 측정된 신호는 A/D 변환기, D/A 변환기 및 워크스테이

션으로 구성된 데이터 획득 및 제어 계통에서 자동으로 수집, 처리 및 저

장된다. 데이터 획득 및 제어 계통은 High Speed Scanning A/D 

Converter (HP E1413), HP 743 Controller, D/A Converter (HP E1328)로 

구성되어 있다. High Speed Scanning A/D Converter는 계측기에서 보내

지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주며, 16 비트의 정확도로 

100 kHz로 신호를 수집한다. HP V743 Controller는 디지털 신호를 수집 

혹은 실험장치를 제어하며, 물리적인 값들로 변환된 계측기 신호들을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측정된 가열봉 표면 온도를 미

리 설정된 임계열유속 온도와 비교하여, 임계열유속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가열봉에 인가되는 전원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압 및 전류와 

같이 다양한 전기 신호들이 계측기로부터 VXI Bus를 통하여 HP 743 

Controller에 입력되며, 이러한 신호들은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 물리적인 

값으로 변환되어 HP-VEE 프로그램에 의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된다. 

그림 4.2.29는 데이터획득 및 제어계통을 보여주며, 표 4.2.8에는 기술적인 

제원이 나타나 있다. 

  데이터 획득 및 제어계통을 제어하고, 전압 및 전류와 같은 측정된 신호

를 수집하여 온도, 압력, 차압, 유량 및 출력 등과 같은 물리적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이 프로그램은 HP-VEE, 

C-SCPI 및 C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전기적인 신호를 물리적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증기표를 내장하고 있으

며, 신호의 Sampling Time 및 Sampling 개수를 제어한다. 실험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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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호의 Sampling Time은 20 ms이며, 임계열유속 발생전까지 60초 동

안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그림 4.2.30은 HP-VEE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각종 실험변수의 측정 불확실도는 ANSI/ASME PTC 19.1 코드(1985)에 

따라 계측기 자체의 보정 결과와 사용된 기기들의 정확도로부터 계산되었

다. 압력, 유량, 온도 및 전력의 측정 불확실도(Uncertainty)는 압력, 유량 

및 온도에 대하여 각각 자료처리장치 지시치의 ±0.3 %, ±1.5 % 및 0.6 

% 이하 다. 또한 가열봉의 전력 측정에 대한 불확실도는 ±1.8 % 이하

다. 

라. 실험방법   

  임계열유속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된다. 시험관 입구

의 유량, 온도 및 압력을 설정된 조건에 맞춘 다음, 시험관 가열봉에 전원

을 공급하고 서서히 가열전력을 증가시킨다. 임계열유속 근방에서 출력을 

조금씩 Step상태로 증가시키고, 수분동안 유지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Step으로 조금씩 증가시킨다.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면 Burnout 검출

기에 의해 전력공급을 80 % 수준으로 낮추거나 전원을 자동적으로 정지

시킨다. 임계열유속 발생 판단 조건은 가열봉의 표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으로 판단하며, 본 실험에서는 표면 온도가 포화온도

보다 약 110 K이상 상승하면 임계열유속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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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Annulus test section geometry

 Parameter
Uniformly heated 

test section

Non-uniformly 

heated test 

section

 Annulus inner diameter, mm 9.54 9.53

 Annulus outer diameter, mm 19.4 19.4

 Heated length, mm 1842 1843

 Hydraulic diameter, mm 9.86 9.87

 Heated equivalent diameter, mm 29.91 29.96

 Axial heat flux distribution uniform
symmetric 

chopped cosine

 No. of thermocouple 6 6

 Distance of thermocouple below  

 top of heated length, mm

10, 30, 110, 310, 

510, 910

10, 20, 301, 400, 

510,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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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 Match of internal terminals to hermetic leads

*IK : Wall thermocouples

I - Heater rod number, K - Thermocouple number in this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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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3 Rod bundle data for 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Table 4.2.4 Rod bundle data for non-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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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5 Axial heat flux profile for non-uniform 7 rod bundle test 

section

Table 4.2.6 Component name of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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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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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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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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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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8 Specifications of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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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2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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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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ection

Steam/Water
Separator

Preheater
( 40 kW )

Condenser

Cooling
Water

Pressurizer
( 40 kW )

Heat Exchanger

Cooling
Water

Mixer

De-Ionizer

Feed Pump
Cirulation
 PumpFlow

Meter

IRWST
Storage
Tank

Strainer

Fig. 4.2.1 Schematic diagram of RCS thermal-hydraulic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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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Photographic image of KAERI RCS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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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Test section for 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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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Test section for non-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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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Axial heat flux profile of th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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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3 x 3 rod bundle test section and instrumentation

(uniform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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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3 x 3 rod bundle and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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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mocouples for measurement of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b) Fixture for subchannel thermocouples

Fig. 4.2.10 Thermocouples for measurement of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Fig. 4.2.11 Spacer grid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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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2 Cross-sectional diagram of spacer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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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3 Location of wall thermocouples

(number means the distance from the top of the heate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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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4 Differential pressure tap location for 3 x 3 rod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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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5 Axial location of wall thermocouple for 3 x 3 rod bundle 

non-uniform CHF test



- 225 -

0.0 0.5 1.0 1.5 2.0 2.5 3.0 3.5
0.0

0.2

0.4

0.6

0.8

1.0

1.2

1.4

 T/C location

 Real power profile

 Fitting equation 

         q(Z)/qavg = 1.4 cos[π (Z-1.83)/4.315]

q(
z)

 / 
q av

g (
-)

Heated length from inlet, Z (m)

Fig. 4.2.16 Axial heat flux profile for 3 by 3 rod bundle CHF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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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7 Internal structure of SSF non-uniform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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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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18 Cross-sectional view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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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19 Cross-sectional view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non-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Bundle N 2)



- 229 -

1: Shroud, 2: 가열봉

● - 1∼2 :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위치 및 번호

K(L) : K = 가열봉의 위치, L = 가열봉 고유 번호

Fig. 4.2.20 Cross-sectional views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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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21 Cross-sectional views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non-uniform axial heat flux profile, Bundle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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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2 RCS loop modification for 7 rod bundle CH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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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Measuring principle of turbine flow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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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4 Universal viscosity curve of 7 rod bundle turbine flow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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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5 Calibration results of two-wire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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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6 Photo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 235 -

Fig. 4.2.27 Schematics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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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7 Schematics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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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7 Schematics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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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7 Schematics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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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7 Schematics of 7 rod bundle test sectio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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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g. 4.2.28 Pressure balancing system in KAERI RCS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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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9 Schematic diagram of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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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0 Display results of HP-VEE mai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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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상관 임계열유속 실험

1. 균일 열유속 정상상태 저 유량 임계열유속 실험

가. 서론

  원형관, 환상유로, 봉다발 유로 등에 대한 많은 임계열유속 실험이 수행

되고 있으나 환상유로의 중요성은 “단일봉다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상유로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은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다(Janssen 

및 Kervinen, 1963, Becker 등, 1965, Barnett, 1966). 그러나 환상유로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는 원형관에 대한 Database에 비해 아직 미미하

다. 예를 들어 RELAP5/MOD3 및 TRAC-PF1등과 같은 열수력안전성 계

통해석 코드에는 방대한 원형관 임계열유속 Database로부터 개발된 

AECL-UO Loook-up Tabe(Groeneveld 등, 1986) 및 Biasi 상관식(1967)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환상유로에 대한 저 유량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에 

주안점을 둔 실험적 연구가 Mishima 및 Ishii(1982), Rogers 등(1982), 

El-Genk 등(1988), Schoesse 등(1997) 및 Park 등(1997)에 의해 수행되었

다.
 한편 AECL-UO Loook-up Tabe를 환상유로에 응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Doerffer 등, 1994), 저압 및 중압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료의 부족

이 지적되고 있다(Teyssedou 등, 1994).
 지금까지 환상유로 임계열유속 실

험에서 얻어진 실험자료는 광범위한 압력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 유량 역에서 압력의 향을 조사한 실험적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는 단일가열봉 환상유로에서 광범

위한 압력조건에 대한 저 유량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여 압력이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생산된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를 기존 임

계열유속 상관식과 비교하 다. 

나. 실험결과

(1) 임계열유속 실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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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 282개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료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생

산되었다.

  - 계통 압력 : 0.57∼15.01 MPa

  - 질량유속 : 0 및 200∼650 kg/m2s

  - 입구 과냉도 : 85∼413 kJ/kg

  - 출구 건도  : 0.106∼0.536

계통 압력은 실험대 하부 Plenum의 압력을 사용하 고 입구 과냉도는 가

열봉 가열구간 입구의 물 온도와 실험대 하부 Plenum 압력으로부터 구하

다. 출구 건도는 임계열유속 조건에서 가열구간의 열 Balance로부터 구

한 열역학적 평형 건도이다. Zero 유량 조건은 Loop가 원하는 조건에 도

달한 후 Orifice 유량계 하류에 마련된 유량 제어 밸브를 완전히 닫음으로

써 실현하 다. Zero 유량 임계열유속 실험에 대하여는 본 절 제 3항에 자

세히 기술하 다. 또한 본 실험에서 임계열유속은 모두 가열구간 출구 위

치 즉 그림 4.2.3에서 T/C 1 및 2의 위치에서 발생하 다.  

  일반적으로 입구 과냉도가 일정할 때 임계열유속은 유량의 증가에 따라 

단순히 증가한다. 질량유속의 변화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경향을 그림 4.3.1 

에 보여준다. 압력조건이 5.85 MPa인 그림 4.3.1(a)은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0.57, 1.01 및 15.01 MPa

의 경우(그림 4.3.1(b)∼(d)) 임계열유속은 질량유속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

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그림 4.3.1(b)에는 상압에서 수행된 

Schoesse 등(1997) 및 Park 등(1997)의 실험자료를 표시하 다. 이 그림으

로부터 질량유속 200 kg/m2s 이하의 유량 역에서는 입구 과냉도가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 알 수 있다. 그림 4.3.1(a), 

(c) 및 (d)에서 본 실험자료와 1995 CHF Look-up table (Groeneveld 등, 

1996)을 사용한 Doeffer 등의 상관식(1994)을 비교하 다.

(2)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2상유동 유동양식

  임계열유속 현상은 2상유동의 양식과 접한 관계가 있다. 즉 임계열유

속의 발생기구는 기포류∼슬럭류 역에서는 핵비등 이탈(DNB), 환상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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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λρ ∆= ghqq gfgCHFCHF /"*

ρλρ ∆= gGG g/*

서는 액체막의 건조(Dryout)로 크게 구분된다. 임계열유속에 대한 예측 상

관식이나 이론적 발생기구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정확한 2상유동 양식이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에서의 유동양식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Mishima 및 Nishihara(1987)는 저 유량조건에서의 임계열유

속을 다음과 같은 무차원수로 분석하고 처언-환상류 천이한계를 제시하

다. 

  - 무차원 열유속

 

          

  - 무차원 질량유속

          

여기서 λ  는 Taylor Instability의 파장이다.

    λ = σ/gΔρ  .

q"CHF 는 임계열유속이며, h lg, ρ g, g, Δρ, G, σ  는 각각 증발잠열, 수

증기의 도, 중력가속도, 물 도와 수증기 도의 차이 및 표면장력이다. 

또 El-Genk 등(1988)은 환상류에서 환상분무류로 천이할 때 임계열유속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상기 무차원수를 사용한 환상류-환상분무류 천이 

한계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개발하 다. 그림 4.3.2는 본 실험자료를 상기 

무차원수로 표시하고 Mishima 및 Nishihara의 처언-환상류 천이한계 상

관식 및 El-Genk 등의 환상류-환상분무류 천이한계 임계열유속 상관식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계산에 필요한 열역학 Property는 가열구간 출구 

압력으로부터 구하 다. 그림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발

생시의 유동 양식은 대부분 환상분무류 역에 분포하고 있다.

(3)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압력의 향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2상유동 양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Mishima 및 Ishii(1984)의 유동 양식 천이 관계식을 본 실험자료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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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처언-환상류 천이

   j g≥
Δρg D hy

ρ g
(α-0.11)                                    

  - 환상류-환상분무류 천이

   j g≥ (
σgΔρ

ρ 2g )
1/4

N -0.2
μl
                                     

여기서 j g, Dhy  및 α는 각각 수증기의 겉보기속도, 수력학적 등가직경 

및 기공율이며, N μl
는 첨도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 μl=
μ l

( ρ lσ σ/gΔρ)
1/2

여기서 ρ l는 물의 도이다. 가열구간에서의 유동양식 천이위치 L tr
은 

겉보기속도 j g와 평형 건도 x t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tr= ρ g j g/G  

    

( )
CHFi

infgtrf
tr qd

hhxGA
L

"π
∆+

=
                                      (4.3.1)

여기서 Af, Δ h in  및 di 는 각각 유로 단면적, 입구 엔탈피 과냉도 및 가

열봉 직경이다. 그림 4.3.3에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2상유동양식 천이위치

를 압력의 함수로 보여준다. 질량유속 650 kg/m
2s의 경우 유동양식 천이

위치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가열구간 하류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나 질량

유속 200 kg/m
2s에 관하여는 압력 3∼6 MPa 범위에서 압력에 관계없이 

가열구간 출구에서 환상류에서 환상분무류로 천이하고 있다. 이는 중간 압

력에서는 환상류-환상분무류 천이가 임계열유속 발생의 원인임을 시사하

고 있다. 

  임계건도 즉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발생위치의 건도를 그

림 4.3.4에 나타낸다. 저 유량조건 200 kg/m
2s에서 임계건도는 압력의 증

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질량유속 650 kg/m
2
s의 경우 유속이 빠르

고 임계열유속 값이 크기 때문에 환상류의 액막으로부터 액적이 쉽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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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임계건도는 압력이 증가하여도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임계열유속에 대한 압력의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4.3.5(a)∼(c)에 

임계열유속을 압력의 함수로 보여준다. 질량유속이 650 kg/m2s의 경우, 임

계열유속은 압력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2∼3 MPa 근방에서 최

대치가 된 후 15.01 MPa 까지 천천히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량이 

200 kg/m
2
s일 때 임계열유속에 대한 압력의 향은 크지 않으나, 8 MPa

의 압력까지 임계열유속은 느리게 증가하여 그 후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 

푸울 비등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임계압력의 약 35 %의 압력(약 8 MPa)

에서 임계열유속의 최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ozov, 1962). 따

라서 본 실험자료에서는 압력과 임계열유속의 관계에 있어서 질량유속이 

낮아지면, 임계열유속이 최대치가 되는 압력은 푸울 비등에서 임계열유속

이 최대치를 나타내는 압력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임계열유속 실험자료와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

  Doerffer 등(1994), Bowring(1977) 및 Janssen 및 Kervinen 상관식

(1963) 과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를 비교하 다. 이들 상관식의 형태는 표 

4.3.1에 나타나있다. Doerffer 상관식은 8 mm 원형관 유로에 대한 

AECL-UO Look-up Table(Groeneveld 등, 1986)을 환상유로에 확장, 적용

한 것이며, 상관식은 원형관 Look-up Table 및 원형관과 환상유로에서의 

임계열유속 특성 차이를 고려한 보정계수로 구성되어 있다. 환상유로에 대

한 임계 열유속은 8mm 원형관에 대한 임계열유속 값에 환상유로의 간극, 

압력 및 건도에 대한 3가지 보정계수를 곱하여 예측된다. AECL Look-up 

Table은 RELAP5/mod3, CATHARE 및 CATHENA 등의 원전 안전성 최

적 해석코드에 사용되고 있는 임계열유속 예측방법이다. Bowring 상관식

은 압력 0.6∼15.5 MPa, 질량유속 50∼4000 kg/m
2s의 조건에서 핵연료봉

다발의 임계열유속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Janssen 및 Kervinen 상

관식은 비교적 넓은 압력(4.1∼10 MPa)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계열유속 상관식은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상관식에 입구 건도 또는 입구 엔탈피를 사용하는 입구조건형 상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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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출구 건도(임계열유속은 보통 출구에

서 발생함)를 사용하는 국부조건형 상관식이 있다. 위의 상관식들 중 

Bowring 상관식은 입구조건형, Doerffer 상관식, Janssen 및 Kervinen 상

관식은 국부조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최근 Park 등(1997)은 국부조건형 

상관식에서 국부조건을 직접 상관식에 대입하면 예측오차가 커지는 경향

이 있는 것을 지적하 고 Inasaka 및 Nariai(1996)는 국부조건형 상관식을 

사용할 때에는 열평형법(Heat Balance Metod)을 적용할 것을 권하고 있

다. 국부조건형 상관식은 일반적으로 질량유속 G, 임계건도 xCHF, 압력 P, 

환상유로 외관의 내경 do, 가열봉 직경 di  및 가열길이 Lh등의 함수로 표

현된다.

     q"CHF = f(G, x CHF,P, d o, d i, L h )                        

열평형법은 위의 상관식을 다음과 같은 열평형식을 이용하여 입구조건 상

관식으로 변환하고 임계열유속을 구하는 방법이다.  

     ( ) öö
÷

õ
ææ
ç

å
∆−

−
= in

io

CHFih

fg
CHF h

Gdd
qdL

h
x 22

"41
                    

따라서 Doerffer 상관식, Janssen 및 Kervinen 상관식의 사용에 있어서, 

먼저 출구 건도를 가정하여 상관식 및 열평형식에서 각각 열유속을 계산

하고 이들 열유속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계산하여 임계열유속을 구하 다.

  그림 4.3.6∼4.3.8에 본 임계열유속 실험자료와 상관식들을  비교한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예측오차(Prediction Error), 평균오차(Mean Error) 

및 RMS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예측오차 = (q"CHF,cor - q"CHF,exp)/q"CHF,exp                      (4.3.2)

 평균오차 = ∑{(q"CHF,cor - q"CHF,exp)/q"CHF,exp}/N               (4.3.3)

 RMS 오차 = [∑{(q"CHF,cor - q"CHF,exp)/q"CHF,exp}
2
/N]

1/2        
 (4.3.4)

Doerffer 상관식은 4 MPa이하의 압력에서 큰 예측오차를 보이고 유량의 

감소에 따라 오차가  커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그림 4.3.6(a) 및 (b)). 이는 

AECL Look-up Table에서 4 MPa이하의 실험자료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

다. Doerffer 상관식에 1995 CHF Look-up Table(Groeneveld 등, 199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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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 저압, 저 유량 역에서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압력이 높은 역에서는 양호한 예측능력을 보이고 있어, 고압에서는 상관

식의 압력효과를 나타내는 모델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7(a) 및 (b)는 Bowring 상관식과 실험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Bowring 

상관식은 원래 봉다발에 대하여 개발된 것인 데도 불구하고 압력, 유량에 

관계없이 양호한 예측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8(a) 및 (b)에서 

Janssen 및 Kervinen 상관식은 전체적으로 예측오차가 크게 흩어져 있다. 

그림 4.3.8(a)에 나타난 것처럼 저압에서 임계열유속을 크게 예측하고, 고

압에서는 작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4.3.8(b)에서는 200 kg/m2s의 질량유량

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임계열유속을 크게 예측하고 있다. 각 상관식의 

평균오차 및 RMS 오차를 표 4.3.2에 보여준다. Bowring 상관식이 가장 

우수한 예측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 결론

  균일 열유속 분포 단일 가열봉 환상유로에서 압력 0.57∼15.01 MPa, 질

량유속 200∼650 kg/m2s, 입구 과냉도 85∼413 kJ/kg의 범위에서 임계열

유속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본 실험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임계열유속 발생 기구는 환상분무류에

서의 액막의 건조(Dryout)이며, 일부 실험자료(압력 4∼6 MPa)는 환

상류에서 환상분무류로 유동양식이 천이할 때 임계열유속이 발생하

다. 

- 질량유속이 550 및 650 kg/m
2s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압력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2∼3 MPa 근방에서 최대치가 된 후 15.01 

MPa 까지 천천히 선형적으로 감소하 다. 저 유량일 때(200kg/m
2
s) 

임계열유속이 최대치가 되는 압력은 푸울 비등에서 임계열유속이 최

대치를 나타내는 압력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 1995 CHF Look-up Table을 사용한 Doerffer 등 상관식 및 

Bowring 상관식은 우수한 임계열유속 예측능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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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균일 열유속 정상상태 저 유량 임계열유속 실험 

가. 서론

  최근 저유량 임계열유속에 대한 많은 실험적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많

은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고 있다. 이들 실험적 연구는 모두 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는 가열봉 또는 가열관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원자로 노심

은 비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기 때문에 균일 열유속 분포 실험에서 얻은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를 그대로 원자로에 적용하면 그 결과에는 큰 불확실

성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균일 열유속 분포가 저 유량 임계열

유속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축 방향 비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는 가열구간에서 임계열유

속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써 “전체 출력 가설(Overall Power Hypothesis)”, 

“국부조건 가설(Local Conditions Hypothesis)” 및 “수정인자법(Correction 

Factor Method)” 등이 적용된다. 전체 출력 가설은 유로의 형상과 입구조

건이 일정하면 열유속 분포에 관계 없이 임계열유속을 일으키는 총 가열

률, 즉 임계출력(Critical Power)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방법은 임계

열유속의 발생 위치를 예측할 수 없고 원자로 사고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국부조건 가설에서는 임계열유속을 국부 열수력 조건의 함수로 생각

하고 상류의 비균일 열유속 분포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Todreas 및 

Rohsenow(1966)는 이 2가지 방법은 제한된 조건에만 유효하고 일반적으

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 다. 일반적으로 열유속 분포의 향은 임계열

유속 기구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건도가 낮은 역에서의 

DNB(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는 상류의 향을 거의 받지 않으

며, 한편 건도가 높은 역의 액막 건조(Dryout)는 상류쪽 열유속 분포의 

향을 크게 받는다. 임계열유속은 국부조건 뿐만 아니라 상류에서의 열유

속 분포에도 어느 정도 향을 받으므로 위 2가지 방법으로는 임계열유속

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수정인자법은 국부조건 가설의 부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며, 보통 국부조건 형태의 상관식에 적용된

다. Tong 등(1965)은 주어진 국부 엔탈피에 대한 균일 가열임계열유속과 

비균일 가열 임계열유속의 비로 주어지는 F-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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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F-인자법은 낮은 건도 역에서의 DNB 열유속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Tong, 1966, Rosal 등, 1974). Bowring(1977)은 그가 

개발한 임계열유속 상관식에 Y-파라미터를 도입하 다. Y-파라미터는 가

열구간 입구로부터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까지의 평균 열유속과 임계열유

속 발생 위치에서의 국부 열유속의 비로 정의된다. AECL-UO CHF 

Look-up Table(Groeneveld 등, 1986)은 축 방향 열유속 분포 수정계수로

써 비등 길이 평균 열유속과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의 국부 열유속의 비를 

사용하고 있다. 

  저 유량 역에서의 임계열유속에 대해 이러한 전체 출력 및 국부조건 

가설, 수정인자 방법들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지는 아직 분석, 검증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저 유량 조건에서 비균일 열유속 분포가 임계열유속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Chopped Cosine 형태의 열유속 분포를 갖는 

가열봉을 사용하여, 균일 가열봉에 대하여 수행된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비균일 열유속 분포 실험자료를 균일 가열봉  

실헌자료와 비교, 분석하 다.

나. 실험결과 

  (1) 임계열유속 실험자료

  본 실험에서 290개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료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생

산되었다.

  - 계통 압력 : 0.57∼15.01 MPa

  - 질량유속 : 201∼650 kg/m
2s

  - 입구 과냉도 : 86∼353 kJ/kg

  - 임계건도  : 0.018∼0.536

계통 압력은 실험대 하부 Plenum의 압력을 사용하 고 입구 과냉도는 가

열봉 가열구간 입구의 물 온도와 실험대 하부 Plenum 압력으로부터 구하

다. 임계건도는 가열구간 입구와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사이에서의 열 

Balance로부터 구한 열역학적 평형 건도이다. 코사인 열유속 분포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 중앙과 상단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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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λρ ∆= gAhQq gCHFfglocCHFCHF /,
*

ρλρ ∆= gGG g/*

다. 그림 4.3.9는 본 실험에서의 임계열유속의 발생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임계열유속은 주로 T/C 2 및 3(그림 4.2.4)에서 발생하여, 특히 질량유량 

200 및 250 kg/m
2s의 경우 압력 3 MPa이상의 역에서는 T/C 2에 집중

하고 있다. 또한 압력 2 MPa이하에서는 T/C 4, 5 및 6에서 11 MPa이상

에서는 T/C 1에서 임계열유속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무차원수를 사용하고 본 실험자료에 Mishima 및 Nishihara(1987)의 

처언-환상류 천이한계 상관식을 적용한다.

- 무차원 열유속

  

  - 무차원 질량유속

          

여기서 λ  는 Taylor Instability의 파장이다.

    λ = σ/gΔρ  .

QCHF,loc  및 ACHF는 각각 가열구간 입구에서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까지 투

입된 출력(국부 임계출력) 및 가열구간 입구에서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까

지의 가열면적이며, h lg, ρ g, g, Δρ, G, σ  는 각각 증발잠열, 수증기의 

도, 중력가속도, 물 도와 수증기 도의 차이, 질량유속 및 표면장력이

다. 그림 4.3.10은 Mishima 및 Nishihara의 처언-환상류 천이한계 상관식

을 본 실험자료에 적용한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본 실험에서 얻어진 임계

열유속은 환상류 역에서 의 액막의 건조임을 알 수 있다.

(2)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압력의 향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압력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압력의 함수로써 국

부 임계출력 QCHF,loc를 그림 4.3.11에, 가열구간 입구에서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까지의 평균 열유속(q"CHF,ave  : 국부 평균 임계열유속)을 그림 4.3.12

에 나타낸다. 그림 4.3.11에서 질량유속 450∼650 kg/m2s의 국부 임계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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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압력의 증가에 따라 2개의 최대치가 나타나고 있다. 압력의 증가에 

따라 국부 임계출력은 급격히 커지고 2∼4 MPa에서 첫 번째 최대치가 나

타나며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압력 12 MPa에서 다시 두 번째 최대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질량유량 200 및 250 kg/m2s의 뚜렷한 최대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4.3.12는 입구 과냉도를 파라미터로 압력에 따른 

국부 평균 임계열유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압력의 증가에 따른 국부 

평균 임계열유속의 경향은 균일 열유속 분포 임계열유속의 경향(그림 

4.3.5)과 아주 흡사하고 국부 임계출력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최대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국부 임계출력이 높은 압력 역에서 두 번째 최대치를 

나타내는 원인은 그림 4.3.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압력 11 MPa 이상에서 

임계열유속이 가열구간 상단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축 방향 열유속 분포의 향

  그림 4.3.13은 압력에 따른 균일 열유속 분포일 때의 국부 임계출력(이 

경우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의 상단에서 발생한다.) QCHF,loc,U와 비균일 열

유속 분포에 대한 국부 임계출력 QCHF,loc,NU의 비(QCHF,loc,U/QCHF,loc,NU)를 

보여주고 있다. 압력 10 MPa 이하의 역에서는 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

한 국부 임계출력이 비균일 열유속 분포의 것보다 항상 큰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저 압력 역에서는 열유속 분포의 향이 크게 나타나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향은 작아지고 있다. 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한 임계건

도 xCHF,U와 비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한 임계건도 xCHF,NU의 비

(xCHF,U/xCHF,NU)를 압력의 함수로 그림 4.3.14에 보여준다. 압력 10 MPa이

하에서는 비균일 열유속 분포에서 임계열유속은 균일 열유속 분포일 때의 

임계건도보다 낮은 임계건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15(a) 및 (b)는 비등 길이 LCHF,B와 임계건도 xCHF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비등 길이는 물이 포화온도가 되는 위치에서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

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질량유속이 일정하면 축 방향 열유속 

분포에 관계없이 비등 길이와 임계건도 사이에는 직선적인 비례관계가 존

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라미터 xCHF,U․LCHF,B,NU  및 xCHF,UN․LCHF,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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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각하고 그림 4.3.16에 나타내면, xCHF,U․LCHF,B,NU와 xCHF,UN․LCHF,B,U

사이에는 본 실험조건 범위에서는 직선 비례관계가 있다. 이는 비등 길이

와 임계건도 사이의 직선 비례관계가 모든 압력조건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질량유속, 압력, 실험대 기하형태에 대하여 임계

건도 또는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는 축 방향 열유속 분포에 관계없이 하나

의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임계열유속 실험자료와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임

  앞에서 기술한 바 같이 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자료

는 기존 상관식과 비교되었고 Doeffer 등의 상관식(1994)과 Bowring 상관

식(1977)이 우수한 예측 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균일 

열유속 분포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를 위 2가지 상관식과 비교하 다. 

Doerffer 등의 상관식에 사용되는 AECL-UO Look-up Table(Groeneveld 

등, 1986) 또는 1995 CHF Look-up Table (Groeneveld 등, 1996)에는 비

균일 열유속 분포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수정계수로써 비등 길이 평균 

열유속과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의 국부 열유속의 비를 사용하고 있다. 

Bowring 상관식은 비균일 열유속 분포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가열구간 

입구에서 위치 Z까지의 평균 열유속과 위치 Z에서의 국부 열유속 q"(z)

의 비로 정의되는 Y-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Y=[⌠⌡

z

0
q"(z)dz ]/(q"(z)z) 

그림 4.3.17은 임계열유속을 계산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먼저 가열구간 전

체 출력 QT를 가정하고 주어진 축 방향 열유속 분포로부터 각 국부 위치 

Z에서의 국부 열유속 및 국부 건도와 같은 국부 조건을 계산한다. 본 계

산에서는 계산되는 국부 조건의 위치는 예비계산의 결과, 최종 임계열유속 

결과에 향을 주지 않도록 Step Size 18.43 mm로 100 개소가 선정되었

다. 앞에서 계산된 국부 조건으로부터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사용하여 각 

위치에서의 국부 임계열유속이 계산된다. 만약 국부 열유속이 국부 임계열

유속과 같아지면, 즉 예측된 임계열유속과 국부 열유속의 비(CHFR)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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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위치에서 1이 되면 그 위치에서 임계열유속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최

소 CHFR이 1이 되지 않으면 가열구간 전체 출력 QT를 증가시키고 다시 

계산한다. 이 절차를 최소 CHFR이 1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 방법에서 

계산 된 한 예를 그림 4.3.18에 보여준다. 

  그림 4.3.19에 Doerffer 등의 상관식, 그림 4.3.20에 Bowring 상관식의 

임계열유속 예측성능을 보여준다. 표 4.3.3에는 이들 상관식의 예측 성능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예측오차, 평균오차 및 RMS 오차는 식 (4.3.2)∼

(4.3.4) 에 정의되고 있다. Doerffer 등의 상관식은 고압 역에서 비교적 좋

은 예측성능을 보여주며 AECL-UO Look-up table 보다 1995 CHF 

Look-up Table을 사용한 경우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압력

이 작아짐에 따라 상관식은 국부 임계출력을 높게 예측하는 것이 뚜렷해

진다. Bowring 상관식은 Doerffer 등의 상관식보다 우수한 예측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저․중압력에서 국부 임계출력을 높게 예측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다. 결론

  균일 열유속 분포 단일봉 환상유로 임계열유속 실험과 같은 실험대 및 

실험조건에서 비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한 임계열유속실험을 수행하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본 실험 조건에서는 임계열유속 발생할 때의 유동양식은 환상류 으

며 임계열유속은 액막의 건조(Dryout)에 위해서 발생하 다.

- 축 방향 열유속 분포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향은 저압조건에서 

크게 나타나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향은 작아진다.

- 질량유속이 일정하면 축 방향 열유속 분포에 관계없이 비등 길이와 

임계건도 사이에는 직선적인 비례관계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질량

유속, 압력, 실험대 기하형태에 대하여 임계건도 또는 임계열유속 발

생 위치는 축 방향 열유속 분포에 관계없이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 Bowring 상관식은 1995 CHF Look-up Table을 사용한 Doerff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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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보다 우수한 임계열유속 예측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저․중압 

역에서는 국부 임계출력을 높게 예측하는 경향은 보여주었다. 

3. Zero 유량 임계열유속 실험

가. 서론

  원전에서의 냉각재상실사고(LOCA)시나 주 내각수 펌프 고장시와 같이  

외부로부터 냉각재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임계열유속은 중요한 열수력 현

상이다. 원전의 LOCA 과정에서 노심은 저 유량, 유동의 정체(Flow 

Stagnation), 역류(Flow Reversal) 등 여러 유동 상황을 경험한다. 수직 가

열 유로에서 유로의 체적이 크거나 가열 길이가 짧은 경우 입구 유량이 

없으면 임계열유속 발생기구는 수조 비등(Pool Boiling)에서의 DNB와 유

사한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 안전성 측면에서는 길이가 길고 좁

은 유로에서의 임계열유속은 수조 비등의 것과 상이한 현상을 나타낼 것

이다.

  아주 저 유량 또는 Zero 유량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에 관한 실험적 연

구는 Barnard 등(1974), Mishima 및 Nishihara(1987), EL-Genk 등(1988), 

Chang 등(1991) 및 Park
a 등(1997)에 위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아주 저 유

량 또는 Zero 유량 조건에서의 유로를 가열하면 수증기는 유로 가운데를 

상향으로 흐르고, 액체는 중력에 의해 유로 벽을 따라 액막을 형성하면서 

수증기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대향류(Countercurrent Flow)가 형성되

어, 이러한 유동 상황하에서는 플러딩(Flooding) 현상(수증기 속도의 증가

에 따라 액체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임계열유속을 유발

하는 것을  관찰하 다. 원자력이외의 공업 분야에서는 가열 수직관의 하

단부를 막았을 때 일러나는 대향류에 대해 Thermosyphon, Heat Pipe, 증

기발생기 등의 설계, 성능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Sakhuja, 1973, Tien 및 Chung, 1979, Nejat, 1981, Imura 등, 1983, 

Dobran, 1985, Reed 및 Tien, 1987, Casarosa 및 Dobran, 1988, Katto 및 

Hirao, 1991, Katto 및 Watanabe, 1992). 이들의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가 

는 대향류에서의 플러딩 현상을 임계열유속의 원인으로 주목하여, 플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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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으로부터 임계열유속을 예측하는 상관식을 개발하 다. 이러한 플러

딩 임계열유속 상관식은 Wallis 플러딩 경험식에 기초를 둔 것과 

Kutateladze 플러딩 한계식에 기초를 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원전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열수력 안전해석 계산 코드인 

RERAP5/MOD3, TRAC-PF1 등은 임계열유속 상관식으로써 Biasi 상관식

(Biasi 등, 1967) 및 AECL-UO CHF Look-up Table(Groeneveld 등, 

1986)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상관식의 임계열유속 예측 범위에는 Zero 유

량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가 않아, 상기 안전해석 코드에서는 단순히 저 유

량 임계열유속을 Zero 유량 조건에 외삽을 하거나 기존의 수조비등 임계

열유속 상관식을 사용하고 있다.   

  Thermosyphons, Heat Pipe 등의 플러딩 임계열유속 실험연구는 실험구

간 상부에 수조를 갖지 않는 균일 가열 수직 원형관이 사용된다. 그러나 

원자로 노심 조건은 실험구간 상부에 수조를 갖는 비균일 가열 수직 유로

에서의 실험이 요구된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은 압

력 0.2 MPa이하에서 가열구간이 1.0 m이하의 짧은 유로에 대하여 수행한 

실험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가열길이가 긴 유로에서 고압조건에서 

수행된 실험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열길이가 긴 수직 환상유로

에서 균일 및 비균일 열유속 가열봉을 사용하고 입구 유량의 공급이 없는 

조건에서, 저압에서 고압까지 압력이 Zero 유속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고, 기존 플러딩 임계열유속 상관식과 실험자료를 비교, 분석하

다.

나. 실험방법

  임계열유속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된다. Loop의 유

량, 실험대 입구 온도 및 압력을 설정된 조건에 맞춘 다음, 순환펌프를 정

지시키고 하부 Plenum의 상류측에 위치한 격리 밸브를 완전히 닫는다. 실

험대의 가열봉에 전원을 공급하고 가열전력을 Step상태로 서서히 증가시

키고 전력을 증가할 때마다 수십 분 동안 유지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Step으로 증가시킨다. 투입 전력의 증가에 따라 상부 Plenum의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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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물/수증기 분리 탱크 연결배관의 유체온도는 포화온도에 도달한다. 

만약 이들 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을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정상상태의 확인 없이 전력을 증가시키면 가열구간 전면에서 가열 봉 표

면온도의 급격한 상승(즉 Dryout)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가열구

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상부 Plenum의 미포화 액체에 의해 응축되고 한

편 가열구간 내에서는 수증기가 생산됨으로 결국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

해 가열구간 전체가 Dryout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상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전력을 증가시키면 임계열유속이 발생한다. 이 때 임계열유속 검출기

에 의해 전력공급을 80% 수준으로 낮추거나 Trip시킨다. 임계열유속의 발

생 판단조건은 가열봉 표면온도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표면 온도

가 포화온도 보다 100 K이상 상승하면 임계열유속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압력 0.57∼15.01 MPa 및 가열구간 입구 과냉도 85∼413 

kJ/kg의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135개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로를 얻었

다. 실험 수행중 상부, 하부 Plenum 및 물/수증기 분리 탱크의 압력 변동

은 없었다. 입구 미포화도는 가열구간 하단의 유체온도와 하부 Plenum의 

압력으로부터 구하 으며, 가열구간 하단의 유체온도는 가열봉에 전력이 

투입되더라도 계속 미포화 상태를 유지하 다. 

다. 실험결과 및 토의

(1) 비등 길이(Boiling Length) 

  대향류에서의 플러딩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수증기의 유량이다. 

유로 입구에서 유량 공급이 없는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에 대한 기존의 

실험 및 이론적 연구는 대부분 계통이 포화상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가열구간 하단의 유체온도는 가열봉에 전력이 투입되더라도 

계속 미포화 상태를 유지하 다. 이러한 경우 가열구간에서 생산되는 수증

기의 양을 질량 및 에너지의 Balance로부터 직접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열구간 출구에서의 수증기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포화 비등의 개시점

(또는 비등 길이)을 먼저 구해야한다. 저자들은 임계열유속이 일어나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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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유동상황을 그림 4.3.21과 같이 가열구간 입구부분에 미포화 구간을 

포함한 수증기/물의 대향류로 가정하 다. Zero 유속에서 기포의 순생성

(Net Vapor Generation) 지점 혹은 포화지점을 계산하기 위해 실험대의 

하부에서 측정된 압력강하와 입구 미포화도를 이용하여 비등길이를 구하

다. 비등길이를 구하기 위해 마찰과 가속에 의한 압력강하는 가열구간 

하단(Z=0)과 위치 Z 사이의 차압 ΔP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고 과냉 비

등 역에서 기공율은 아주 작다고 가정한다. 차압 ΔP는 가열구간 하단에

서 위치 Z 까지의 수두와 같다. 이 때 Z=0에서 Z  까지의 평균 기공율 α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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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여기서 ρ l  및 ρ g는 가각 물 및 수증기의 도, g는 중력가속도이다. 아

래 첨자 sub  및 sat는 각각 미포화 및 포화 조건을 나타낸다. 

  본 실험대에서 차압발신기 DP-2(그림 4.2.3 및 4.2.4)에서 측정된 차압 

ΔPm-2를 가열구간 입구의 과냉도 ΔTsub의 함수로 나타내면 그림 4.3.22와 

같다.  일정한 압력하에서 입구 과냉도 ΔTsub에 따른 압력강하 측정값 Δ

Pm-2는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가열구간 입구 과냉도가 ΔTsub=0

(즉 Zsat=0)일 때의 차압 ΔPm-2,sat는 외삽을 통하여 구할 수 있고, Δ

Pm-2,sat, Z(본 실험의 경우 Z=1.042 m) 및 Zsat=0를 식 (4.3.5)에 대입하면 

가열구간 입구가 포화상태일 때의 평균 기공율 α o는 각 압력에 대하여 

구할 수 있다. 기공율 α가 가열구간 입구에서 포화상태 도달점까지의 거리 

Zsat의 증가에 선형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비등이 일어나는 부분인 

Zsat에서 Z 사이에서의 평균 기공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

다.

     
ö
÷
õ

æ
ç
å −=

Z
Zsat

o 1αα
                                           (4.3.6)

식 (4.3.5)와 (4.3.6) 및 차밥 측정값 ΔPm-2으로부터 포화 비등 개시점 Zsat

를 구할 수 있다. 식 (4.3.5)의 계산에서 가열구간 입구에서의 미포화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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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ρ l, sub는 가열구간 입구 온도와 포화온도의 평균 온도를 사용하

다.

  따라서 임계열유속 조건에서 비등 길이 LB는 가열 길이 Lh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B=Lh-Zsat                                                 (4.3.7) 

비등 길이에서의 평균 임계열유속은 다음과 같다.

q"CHF,B=
1
L B

⌠
⌡

L h

Z sat

q"(z)dz                                  (4.3.8)

여기서 q"(z)는 가열봉의 축 방향 열유속 분포이다.

(2) Zero 유량 임계열유속 특성

그림 4.3.23(a)는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가열봉의 전형적인 표면온도 거

동을 보여주고 있다. 가열봉에의 투입 출력 수준이 임계열유속에 접근함에 

따라 가열구간 상부(T/C 1, 2 또는 3)에서 표면온도의 진동이 시작하고 

임계열유속 조건에 도달하면 진동폭이 커지고 결국 가열구간 상부에서 임

계열유속이 발생하 다. 그림 4.3.23(b)의 경우 작은 표면온도의 진동후 단

순하게 진동없이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표면온도 거동은 압력 

12 및 15 MPa의 실험에서 관찰되었다. 본 실험에서 균일 열유속 분포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항상 가열구간 출구로부터 10 및 30 mm의 위치(T/C 

1 및 2)에서 발생하 다. 비균일 열유속 분포일 때는 임계열유속은 주로 

가열구간 출구에서 200 mm의 위치(T/C 2)에서 발생하 고 때때로 10 또

는 301 mm의 위치(T/C 1 또는 3)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열구간 

가운데 부분(T/C 5 및 6)의 표면온도는 임계열유속 조건에 도달해도 진동

없이 계속 일정한 과열도(Sperheat)로 유지되었다. 

  비등 길이는 가열구간 하단부의 미포화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그림 

4.3.24는 비등 길이와 수력학적 등가직경의 비 LB/Dhy에 따른 임계열유속 

q"CHF,B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임계열유속은 LB/Dhy에 따라 단순히 감

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Katto 및 Watanabe(1992)의 실험 및 해석적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도 관 직경이 일정한 조건에서 임계열유속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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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구간 길이에 반비례한다고 보고되었다.

  많은 실험적 연구(Barnard 등, 1974, EL-Genk 등, 1988, Imura 등, 

1983, Katto 및 Hirano, 1991)는 수직 가열 유로의 하단부를 막을 경우 임

계열유속은 가열구간 하부 또는 중앙부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실험에서는 임계열유속은 모두 가열구간의 상부에서 발생하 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상기 실험들이 원형관에서 수행된 반면에 본 실험

과 같이 환상유로에서는 비가열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Zero 유량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압력의 향을 보기 위해 그림 4.3.25에 

압력의 함수로 임계열유속을 나타낸다. 비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한 임계열

유속은 압력 0.57∼10 MPa의 범위에서 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한 임계열

유속 값보다 약 30 % 크게 나타났다. 수조 비등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임

계압력의 3분의 1의 압력(약 8 MPa)에서 최대치를 갖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Morozov, 1962). 그림 4.3.25에 보여준 바와 같이 압력에 따른 임계열

유속의 일반적인 경향은 압력의 증가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6∼8 MPa까지 

증가하고 구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Zero 유량 임계열유속은 수조 

비등 임계열유속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지만은 일반적인 압력에 

대한 경향은 수조 비등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라. 기존 플러딩 임계열유속 상관식과의 비교

(1) 플러딩 상관식

  플러딩 현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관식증의 하나는 Wallis(1969)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wlg Cmjj =+ ∗∗ 2/12/1
                                          (4.3.9)

 여기서 j
*
g
 및 j *l는 각각 수증기 및 물의 무차원 겉보기속도이다. Cw

는 관의 산단부 조건에 의존하는 정수이다. 정수 m는 본 실험에서는 1이

다. 무차원 겉보기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2/1 )( −∗ ∆= ρρ gDjj ggg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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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 ∆= ρρ gDjj lll                                      (4.3.11)

여기서 jg 및 jl는 각각 수증기 및 물의 겉보기속도, D는 원형관 내경, Δρ

는 물과 수증기의 도차이다. 그림 4.3.21과 같은 비등 계통에 질량 및 에

너지 Balance를 적용하면 

gl

BBCHF
fllfgg h

Aq
AjAj ,"

== ρρ
,                              (4.3.12)

여기서 Af는 유로단면적, AB는 비등 길이에서의 기열면적, hlg는 증발잠열

이다. 식 (4.3.12)를 (4.3.9)에 대입하고 환상유로에 대해 수력학적 등가직

경 Dhy를 사용하면, 플러딩 임계열유속은 다음과 같은 무차원 형태의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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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가열 등기직경과 비등 길이의 비 Dhe/(4LB)가 항 Af/AB 대신에 

사용되었다. 임계열유속 q"CHF,B  및 비등 길이 LB는 각각 식 (4.3.8) 및 

(4.3.7)로부터 계산된다. Sakhuja(1973)는 식 (4.3.13)이 원형관에 대한 그의 

실험자료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Mishima and Nishihara (1987)는 식 4.3.13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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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
는 무차원 직경이며 D *= D hy/λ  로 정의된다. Taylor 불안정

성의 길이 λ  은 λ= (σ/gΔρ)
1/2로 주어진다. 여기서 σ  는 표면장력이

다. 따라서 Mishima and Nishihara에 의해 사용된 D
*는 Bond 수 

B o= D hy (g/σΔρ)
1/2와 일치한다. 그들은 환상유로에 대해 Cw

2=0.92 

일 때 식 4.3.14는 플러딩 임계열유속을 잘 재현한다고 보고하 다.

  Nejat(1981)는 식 (4.3.13)로부터 플러딩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제안하

다.  원형관에 대한 Nejat 상관식의 원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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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CHF,ax  는 축방향 임계열유속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ñ= hL

Zsat
f

axCHF dzzq
A
D

q )(" ,
π

.

Nejat는 원형관에서의 실험자료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항 (LB/D)
-0.1

을 추가하여 Cw
2=0.36로 하면 식 (4.3.15)는 실험자료를 잘 상관시킬 수 있

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정항에서 q"CHF,B와 가열 등가직경 Dhe를 사용하면 

식 (4.3.15)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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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w
2는 0.36(LB/Dhe)

0.1가 된다.

  여러 연구자들은 플러딩의 시작에 관한 Kutateladzes 한계식을 이용하

고 있다. 

klg CmKK =+ 2/12/1
                                       (4.3.17)

여기서 Kg 및 Kl 는 각각 K g= j g ρ
1/2
g (gσΔρ)

-1/4  및 

K l= j l ρ
1/2
l (gσΔρ)

-1/4  이며 Ck  는 정수이다. Pushkina 및 Sorokin

은 플러딩 조건에 대하여 m=0, Ck
2
=3.2를 주고 있다(Bankoff 및 Lee, 

1983). 식 (4.3.17)에  jg 및 jl 을 대입하고 m=1로 하면 플러딩 임계열유속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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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n 및 Chung(1979)은 Ck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Bond 수 Bo의 함수 

Ck
2
=3.2[tanh(Bo

1/4
/2)]

2 
로 나타냈다.

  식 (4.3.18)과 유사한 상관식이 Imura 등(1983)에 의해 유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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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ura 등은 식 (4.3.19)이 Ck
2
=0.64일 때 실험자료를 30 % 이내로 상관시

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Parkb 등(1997)은 Wallis의 플러딩 식으로부터 유도된 식 (4.3.13)을 사

용하여 Cw
2
에서의 LB/Dhe, Bo  및 ρ g/ ρ l   항의 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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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b 등은 식 (4.3.20)를 사용하여 식 (4.3.13)으로 임계열유속을 계산할 

댸,플러딩 임계열유속을 RMS 오차 18.8 % 내로 예측한다고 보고하 다. 

(2) 기존 플러딩 상관식과 실험자료 비교

  본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는 식 (4.3.14), (4.3.16), (4.3.18) 및 (4.3.19)와 다

음과 같은 무차원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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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6∼4.3.29에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3.26, 4.3.28 및 4.3.29

는 식 (4.3.14), (4.3.18) 및 (4.3.19)가 축방향 열유속 분포의 향을 강하게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4.3.27에서는 Nejat의 식 (4.3.16)은 

압력 3∼15 MPa의 범위에서 실험자료를 잘 상관시키고 있다. 균일 및 비

균일 열유속 분포 실험자료사이의 차이는 저 압력 역에서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Cw
2
 및 Ck

2
를 사용할 때, 식 

(4.3.14), (4.3.16), (4.3.18) 및 (4.3.19)로부터 계산되는 무차원 파라미터 

q
*
CHF는 실험자료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Park

b
 등의 Cw

2
(식 

(4.3.20))를 사용하여 식 (4.3.14), (4.3.16), (4.3.18) 및 (4.3.19)를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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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6 및 4.3.2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식 4.3.14 및 4.3.16으로부터의 

결과는 상당히 실험자료에 접근하 으며, 그림 4.3.28 및 4.3.29에서는 식 

(4.3.18) 및 (4.3.19)의 계산 결과는 균일 및 비균일 열유속 분포 실험자료 

사이에 분포하 다. 

(3) 플러딩 상관식 개발

  Parkb 등(1997)이 Cw
2를 정하는 데 사용된 실험자료와 본 실험조건을 표 

4.3.4에 보여준다. 이 표에서 도비 ρ g/ ρ l  이 본 실험조건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Wallis의 플러딩 관계식으로부터 구해진 

식 (4.3.13)에서 본 실험자료에 대한 ρ g/ ρ l에 따른 Cw
2(=

4 q
*
CHF,w L B/( D heξ))의 변화를 구하고 Cw

2 
와 ρ g/ ρ l  의 관계를 

Fitting하면 식 (4.3.20)에서의 ρ g/ ρ l  의 함수형이 얻어진다.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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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열유속 분포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포화 비등의 

개시 위치에서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까지의 거리 LCHF,B를 도입한다. 식 

(4.3.13) 및 (4.3.18)의 항 Dhe/LB 대신에 Dhe/LCHF,B 와 식 (4.3.21)을 사용

하고 Dhe/LCHF,B 의 함수로써 항 4 q
*
CHF,w [1+ ( ρ g/ ρ l )

1/4
]
2
/C

2
w
 및 

4 q
*
CHF,k [1+ ( ρ g/ ρ l )

1/4
]
2
/C 2

w
 를 각각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본 

실험자료에 대한 Dhe/LCHF,B 의 함수형이 결정된다.

Wallis 플러딩 관계식에서 구해진 식 (4.3.13)에 대하여

     4(Dhe/LCHF,B)
1.396   

Kutateladze 플러딩 관계식에서 구해진 식 (4.3.18)에 대하여

     4(Dhe/LCHF,B)
1.160 
 

위 항을 포함한 식 (4.3.13) 및 (4.3.18)을 실험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그림 

4.3.30 및 4.3.31에 보여준다. 그림에서 항 4(Dhe/LCHF,B)
1.396
를 갖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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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이 항 4(Dhe/LCHF,B)
1.160
를 갖는 식 (4.3.18) 보다 실험자료를 상관시

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Wallis 플러딩 관계식에 

기초를 둔 임계열유속 상관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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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w
2 는 식 (4.3.21)을 사용한다. 그림 4.3.32는 Cw

2에 대한 식 

(4.3.21)을 갖는 식 (4.3.22)로 예측한 임계열유속과 본 실험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Cw
2
에 대한 식 (4.3.21)을 갖는 식 (4.3.22)는 플러딩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를 RMS 오차 9.0 % 이내로 예측하 다. 

마. 결론 

  균일 및 비균일 열유속 분포 갖는 가열봉를 사용하여 압력 0.57∼15.01 

MPa 및 가열구간 입구 과냉도 85∼413 kJ/kg의 범위에서 수직 환상유로 

Zero 유량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과거의 실험적 연구에서 Zero 유량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 하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본 실험에서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의 

상부에서 발생하 다. 이러한 차이는 환상유로와 원형관의 기하조건

의 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비균일 열유속 분포에 대한 임계열유속은 압력 5∼10 MPa의 범위에

서 균일 열유속 분포 임계열유속 보다 약 30 % 높은 값을 보여주었

다. 압력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일반적인 경향은 6∼8 MPa까지 증가

하고 그 후 감소하 다.

- Cw
2
에 대한 Park

b
 등의 상관식 (4.3.20)에 포함된 도 항을 본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개선하 고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열유속 분포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수정 항 4(Dhe/LCHF,B)
1.396 을 제안되었다. 

Wallis 플러딩 관계식으로부터 구해진 식 (4.3.22)에 Cw
2
에대한 식 

(4.3.21)을 사용하면 RMS 오차 9.0 % 이내로 플러딩 임계열유속을 

예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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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량과도(Flow Transient) 임계열유속 실험

가. 서론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임계열유속은 정상운전 혹은 정상상

태 동안보다는 비정상상태의 과도기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 따라서 

과도기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향에 대한 이해는 원자력발전소의 임계

열유속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Chang and Baek, 1998). 원전의 사고시 발

생할 수 있는 과도기는 유량 과도기, 압력 과도기 및 출력 과도기의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과도기 현상은 비정상

상태 혹은 사고 조건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계열유속 현상은 더

욱 복잡하여진다. 지금까지의 과도기 임계열유속에 대한 연구는 과도기의 

크기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향에 대한 것과 과도기를 반 하는 보정계

수를 사용한 예측방법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다(Iwamura, 1987; Celata 

et al., 1991; Cumo et al., 1978; Chang et al., 1989). Iwamura(1987)는 원

형관과 환상관을 사용하여 계통압력 0.5 ∼ 3.9 MPa, 유량 감소율 0.6 ∼ 

35 %/s의 비교적 빠른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대 입구에서의 임계 질량유속은 낮은 계통압력 조건에

서도 정상상태 임계질량유속보다 크게 나타났다. Celata et al.(1991)은 프

레온 12를 이용하여 압력, 유량 및 열유속의 세 가지 변수중 두 가지를 동

시에 변화시켜 가면서 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그들은 실험

대 입구 조건을 사용한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과도기 조건의 임

계열유속 예측에 사용함이 부적절한 것을 보여주었다. Cumo et al.(1978)

은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여,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상관식

과 보정계수를 이용한 과도기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제시하 다. 장순흥 등

(1989)은 과도기 임계열유속 역도(Transient 임계열유속 Regime Map)

를 제안하고, 국소 미소층 고갈 계수(Local Microlayer Depletion Factor)

와 상류 향 계수(Upstream Effects Factor)를 사용하여 각 과도기 임계

열유속 역에서의 과도기 임계열유속 보정계수를 유도하 다. 그러나, 이

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큰 초기 질량유속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과도기 임계열유속에 대한 실험 및 이론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는 L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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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과 Chang 등(1997)의 논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저유량 및 광범위한 압력조건하에서 비균일 수직방향 출력분포를 갖는 

수직 환상관을 이용하여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유량

과도기 실험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서행운전(Coastdown)을 모의하 으며, 

실험의 목적은 유동과도기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정상

상태와 과도기 상태의 임계열유속 비교 및 기존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상

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실험에서 설정한 초기 질량

유속은 가압경수로의 정상 운전조건보다는 작으며, 본 실험에서는 단지 낮

은 초기 질량유속 조건에서 서행운전의 경향만을 모의하 다. 

나.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유량과도기 실험에 사용된 실험대는 앞 절에서 언급한 비균일 대칭 

코사인 축방향 열유속 분포를 갖는 환상관을 사용하 다. 정상상태 임계열

유속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하여,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은 입구 과냉

도, 입구 압력 및 평균열유속이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데이터와 동일한 조

건에서 수행되었다(Moon et al., 2000). 하지만,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실

험에서 초기 질량유속은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값보다 높게 유

지하 다.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

다. 먼저 초기 질량유속, 입구 과냉도, 계통압력 및 평균 열유속을 기 설정

된 값에 유지시킨 다음, 요구되는 유량과도기 모드에 따라 주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유량을 감소시킨다. 각각의 유동과도기 실험에서 계

통압력, 입구 유체 온도 및 열유속과 같은 계통변수들은 일정한 값으로 유

지되었다. 유량의 감소는 최대 벽면온도가 기설정된 값보다 클 때까지 계

속된다. 벽면온도의 최대 값이 기설정된 값보다 크게 되면 임계열유속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실험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대 입구 유

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림 4.3.33은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동

안의 가열봉 벽면온도와 실험대 입구 질량유속의 변화를 보여준다. 임계열

유속 발생시간(Time-to-CHF)은 과도기 임계열유속 분석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유량과도기의 시작으로부터 가열봉 벽면온도의 증가 시작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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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을 나타낸다.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실험대 입구 질량

유속은 임계 질량유속으로 정의한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약 72 %의 임계

열유속이 실험대 출구에서 상류로 약 200 mm 떨어진 위치의 열전대 2번

에서 발생하 다. 

  유량 감소율이 서로 다른 Slow, Normal 및 Fast 모드의 세 가지에 대

한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데이터 118개가 생산되었다. 실험조건은 입구 

과냉도 86 ∼ 353 kJ/kg, 초기 질량유속 650, 500 kg/m2s, 계통압력 0.54 

∼ 10.48 MPa, 출구 건도 0.02 ∼ 0.63, 임계열유속 발생시간 2.38 ∼ 

177.78 초이다.  

  그림 4.3.34는 고리 3/4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 본 유량과

도기 실험에서의 실제 유동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Normal 유량과

도기 모드는 고리 3/4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와 동일한 유량감소율을 나타

낸다. Fast 모드와 Slow 모드는 각각 정상적인 유량감소율을 제곱 혹은 

제곱근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Fast와 Normal 유량과도

기 모드는 고리 3/4호기의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주냉각재

펌프의 회전속도 제어의 한계 및 유량과 계통압력 사이의 상관관계 때문

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1) 변수 향 분석

  그림 4.3.33에 나타난 것처럼 질량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가열봉의 벽면

온도는 임계열유속 조건에 도달하면서 갑자기 증가한다. 원형관에 대한 기

존 유동양식 선도(Mishima and Ishii, 1984)를 이용하여 구한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유동양식은 환상-분무류로서, 임계열유속은 가열봉 표면에서 

액막이 건조되면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34는 동일한 입구 과냉도, 평균 열유속 및 계통압력 조건에서 

세 가지 유량과도기 모드에서의 임계열유속 발생 시간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임계열유속은 Fast 모드에서 가장 빨리 발생하고, Slow 모

드에서 가장 늦게 발생한다. 그러나, Fast 모드에서의 임계 질량유속은 가



- 270 -

장 작은 값을 보여주며, Slow 모드에서의 임계 질량유속이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계 질량유속은 동일한 계통 압력, 입구 과냉

도 및 평균 열유속 조건에서의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조건에서의 질량유속

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그림 4.3.35와 4.3.36은 동일한 계통 압력 및 평균 열유속 조건에서 세 

가지 유량 과도기 모드에 대해 입구 과냉도의 함수로서 임계 질량유속과 

임계 건도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일정한 평균 열유속과 계통 

압력 조건에서 입구 과냉도가 증가하면 임계질량유속은 감소한다. Fast 유

량과도기 모드에서 임계 질량유속은 가장 작고, 임계 출구 건도가 가장 크

게 나타난다. 반면에 Slow 유량 과도기 모드에서의 임계 질량유속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임계 출구 건도는 가장 작은 값을 보여준다.   

  그림 4.3.37과 4.3.38은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초기 질량유속

의 향을 값을 보여준다. 실험대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 질량유속

은 증가하고 임계 출구 건도는 감소한다. 초기 질량유속 조건이 550과 650 

kg/m2s로 서로 다르지만,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임계 질량유속은 거의 같

은 값을 보여준다. 일정한 실험대 출력과 입구 과냉도에서 두 가지 초기 

질량유속 조건에서의 초기 출구 건도는 약 1.3에서 3배정도로 초기 질량유

속이 낮은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임계 

출구 건도는 거의 같은 값을 보여준다. 초기 질량유속이 향을 주는 주요

한 변수는 그림 4.3.3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임계열유속 발생 시간이다. 실

험대에 인가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 발생시간에 미치는 평균 

열유속의 향은 작아진다. Iwamura(1987)의 실험결과에서도 660 ∼ 1600 

kg/m
2s의 유량 범위에서 초기 질량 유속은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 특성

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상상태 임계열유속과 비교

  유량 과도기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동일한 실험대에서 얻어

진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데이터(Moon et al., 2000)와 비교하 다. 그림 

4.3.40은 계통압력에 대한 세 가지 유량과도기 모드와 정상상태 임계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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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의 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하첨자 FT와 ST는 각각 유량 과도

기와 정상상태를 의미한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낮은 계통압력에서는 

유량 과도기에서의 질량유속 값이 정상상태에서의 값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이는 저압, 저

유속 조건에서 흔히 관찰되는 유동 불안정성 등에 의한 Premature 임계열

유속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높은 계통 압력에서는 유량 

과도기에서의 임계 질량유속은 정상상태의 질량유속보다 낮은 값을 갖는

다. 또한 그림 4.3.41에 보이는 것처럼, 낮은 계통 압력 조건을 제외하고는, 

유량 과도기에서의 출구 임계건도는 정상상태의 값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원자로의 열적 여유도(Thermal Margin)의 관점에서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은 낮은 계통 압력 조건을 제외하고는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 함은 동일한 입구 과냉도, 질량유속 및 계통압력 조건

에서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 값은 정상상태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낮은 계통 압력에서는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은 비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Iwamura(1987)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정상상태에 대한 유량 과도기 임

계 질량유속의 비는 주로 계통압력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 

질량유속의 비는 Threshold 유량 감소율 이하에서는 거의 1과 같았으며, 

그 이상의 높은 유량 감소율에서는 1보다 작은 값으로 감소하 다. 계통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Threshold 유량 감소율은 커지며, 임계열유속 

비의 변화는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Iwamura의 실험 결과를 자세히 살펴

보면,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낮은 계통압력 및 작은 유량 감소율에서 

임계 질량유속의 비가 1보다 큰 값을 갖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Iwamura와 본 실험의 결과로서 저압에서의 유량 과도기 특성은 고압에서

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Iwamura의 실험결과를 포함한 기존 유량 과

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은 본 연구보다 높은 초기 질량유속 및 큰 유량 감

소율을 갖으며, 이러한 조건에서의 유량 과도기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이

론 연구가 필요하다. 

  

라. 기존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이용한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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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유량과도기 조건에서는 출구를 포함한 국부적인 유동 변수들을 계산하

는 것이 어렵다. 이는 입구와 출구사이의 시간 지연(Time Delay)으로 인

하여 일반적으로 실험대 입구와 실험대의 다른 부분에서의 국부적인 질량

유속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계열유속 위치에서 국부적 

변수를 임계열유속 발생 시점에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도기 열수력 코드

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열수력 코드를 사용한 국부 

이상 유동변수의 측정 정확도는 코드에 사용된 모델, 상관식 및 계산 절차

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이상유동 변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매우 어

렵기 때문에 이러한 열수력 코드의 계산 결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시간 지연은 매우 빠른 유량 과도기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하며, 예비해석에 따르면 본 실험에서 수행된 임계열유속 조건에서는 시간 

지연이 크지 않아 국부적인 질량유속이 입구에서의 질량유속과 거의 같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지연을 무시하고 입구조건을 이용하여 

전 실험대에 대한 국부적인 이상유동 변수들을 계산하여, 유량 과도기 조

건에서의 임계열유속을 기존의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사용하여 

예측하 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하여, 저유량 조건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Bowring의 임계열유속 상관식(Bowring, 1977)과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비교하 다(Chun et al., 2001). Bowring 임

계열유속 상관식을 이용한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계산되었다. 가열봉에 인가된 총출력, 축방향 출력분포 및 실험대 입구

에서의 질량유속을 이용하여, 실험대 입구에서 출구까지 100개의 균일한 

간격으로 나뉘어진 위치 Z에서 열유속과 국부 건도와 같은 국부변수들을 

계산한다. 예비해석에 의하면 100개의 균일한 간격인 18.43 mm는 임계열

유속 예측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owring 임계

열유속 상관식을 이용하여, 위에서 계산된 국부조건들을 이용하여 유량과

도기의 각 시간 및 각 위치 Z에서 국부적인 임계열유속 값을 계산한다. 

만일 위치 Z에서의 국부적인 열유속 값이 상관식에 의해 예측되는 임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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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값과 같아지면, 임계열유속이 Z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모든 

위치에서 국부적인 열유속 값이 임계열유속 값과 다르면, 다음 시간의 유

량과도기 조건에 대해 동일한 계산을 반복한다. 만일 유량과도기의 종료후

에도 임계열유속이 예측되지 않으면, 입구 질량유속은 실험에서의 질량유

속과는 다르게 계속하여 유량과도기 곡선을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4.3.42 ∼ 4.3.44는 Bowring 임계열유속 상관식에 의한 임계 질량

유속 및 임계열유속 발생시간에 대한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

난 것처럼 상관식은 저압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값을 실험 값보다 크게 

예측한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임계 질량유속은 작게 예측되고, 임계열

유속 발생시간은 크게 예측되고 있다. 그림 4.3.44에 나타난 것처럼 계통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Bowring 상관식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

다. 저압에서 Bowring 상관식의 예측도의 저하는 유량 과도기 조건 자체

보다는 상관식 자체의 낮은 압력에서의 예측 신뢰도의 저하 때문으로 판

단된다. Bowring 상관식의 예측 결과는 고건도, 고압, 느린 유량 과도기일

수록 향상된다. 일반적으로 유량 감소율이 빠를수록 입구와 출구사이의 질

량유속의 차이는 커지며, 따른 빠른 유량 과도기에서는 느린 유량 과도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부 질량유속과 건도의 지연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Fast 모드의 유량 과도기에 대한 예측도의 저하 원인으로 판단된

다. 

마. MARS 열수력 코드를 이용한 유량 과도기 임계열유속 평가

  MARS(Multi-dimensional and Multi-purpose Analysis of Reactor 

Safety)는 COBRA-TF와 RELAP5/MOD3.2의 우수한 특성을 통합하여 

KAERI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차원 최적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다. (이원재 

외, 1998) COBRA-TF는 3차원 two-fluid, three-field 모델을 사용하고 있

으며, RELAP5/MOD3.2는 이상유동해석을 위해 일차원 two-fluid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MARS는 기존의 두 코드를 통합함과 더불어 FORTRAN 

90과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유지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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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향상시켰다.

  가열봉이 내부에 존재하는 환상관에서는 액막이 내벽과 외벽으로 분리

되는 유동이 형성된다. 임계열유속은 외벽에는 액막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도 내벽을 따라 흐르는 액막이 증발되어 마를 때 발생하게 된다. 환상관에

서의 이러한 액막 분리 현상으로 인해 MARS와 같은 일차원 최적 열수력 

해석코드는 임계열유속을 초과 예측하게 된다. 즉, 일차원 최적 열수력 해

석코드는 환상관에서의 액막 분리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관내의 액막

이 모두 증발하여 마르는 시점을 임계열유속의 발생시점으로 예측하게 된

다. 이로 인해 실제보다 큰 임계열유속 값이 예측된다. (전지한 외, 1999) 

이러한 액막 분리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3차원 기구학적 모델방법이 제

시되었으나 (전지한 외, 2000) 이 모델은 액막 유동의 복잡한 함수이며, 적

용이 까다로우므로, 모델개선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ARS 코드의 1차원 

해석방법을 사용하고, 환상관의 기하학적 구조를 적절히 노드화하는 면적

분리방법론(Area split method)을 적용하 다.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비균

일 가열 환상관의 유동과도기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KAERI의 임계열유속 실험장치를 그림 4.3.45과 같이 노드화 하 다. 코

사인형태의 비균일 열유속 분포를 모사하기 위하여 실험장치의 가열봉은 

그림과 같이 10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가열봉 하부의 5 단계는 각각 2개

의 계산 노드로 나뉘었으며, 나머지 가열봉 상부 5 단계는 각각 6개의 계

산 노드로 나뉘었다. 그러므로 환상관은 총 40개의 계산 노드로 구성된다. 

임계열유속은 대부분 가열봉의 상부에서 발생하므로, 계산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가열봉 상부를 세 하게 노드화 하 다. 시간에 따른 유

동율의 변화를 모사하기 위하여 Time Dependent Junction 135를 사용하

다. Time Dependent Volume 130과 170은 환상관의 입출구 경계 조건

을 모사한다. 

  앞 절에서 기술했듯이 환상관에서의 유동은 두 개의 분리된 액막으로 

구성된다. 가열내벽을 따라 흐르는 액막은 임계열유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비가열 외벽을 흐르는 액막은 그렇지 못하다. 임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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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은 가열내벽을 따라 흐르는 액막이 말라 가열봉이 노출될 때 발생한

다. 그러므로 환상유로는 내벽유로와 외벽유로의 두 지역으로 나뉠 수 있

다. 두 지역의 경계는 그림 4.3.46와 같이 계면마찰계수가 0이 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이 경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Kirillov et al., 1974)

rm= (
r2o-r

2
i

2 log (ro/r i)
)  (4.3.23)

여기서 r i는 가열내벽의 반지름이며, r o는 비가열외벽의 반지름을 의미한

다. KAERI 임계열유속 실험장치의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r i=9.53/2=4.765mm  (4.3.24)

ro=19.4/2=9.7mm (4.3.25)

rm=7.086mm  (4.3.26)

환상관의 유동단면적 분리개념은 그림 4.3.47에 표시되어 있다. 식 4.3.23을 

적용할 경우 내벽유로의 유동 단면적은 환상유로 전체 단면적의 38.5%가 

된다. 시험관으로 유입되는 유량도 내벽유로와 외벽유로로 나눌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내벽유로를 흐르는 유량도 단면적 분리율과 동일한 

38.5%을 적용하 다. 비등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험관 하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유량 분리율은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관 상부로 

가면서 내부에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단면적 분리율과 동일한 유량 

분리율의 적용은 물리적인 근거가 취약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

석의 단순화를 위해 38.5%의 분리율을 단면적과 유량에 동일하게 적용하

으며, 유량 분리율에 관한 민감도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환상관의 임계열유속 실험장치는 이와 같이 단면적과 유량이 

38.5%인 내벽유로와 61.5%인 외벽유로로 나뉘어진다. 임계열유속에 향

을 미치는 유로는 내벽유로이므로, MARS에서는 내벽유로만을 고려하여 

입력파일을 작성하 다. 즉, 임계열유속 관점에서 환상관은 단면적과 유량

이 환상관의 38.5%로 감소된 원형관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KAERI 임계열유속 실험장치에서 획득한 과도기 실험 데이터중에서 유

동 단면적 분리방법론의 비교, 검증을 위해 몇 개의 기준 실험데이터가 선

정되었다. 기준데이터는 모(母)실험데이터 집단에서 계통압력, 임계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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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과냉도가 각각 모(母)실험데이터 집단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선정하

다. 즉, 계통압력이 5에서 100기압인 경우를 추출하 으며, 각 기압에 대하

여 임계열유속 및 입구과냉도가 실험의 범위를 가능한 한 포함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선정된 기준 실험 데이터군은 표 4.3.5에 정리되어 있다.

  유동과도기 현상의 실험을 위해서는 계통의 압력, 입구과냉도, 가열봉 

출력을 시험 초기조건으로 설정하는 정상상태 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계

통의 각종 시험조건이 초기 설정조건에 도달한 후 정상상태 운전을 확인

한 후에 냉각수펌프의 회전속도를 감소시키면서 유량감소를 모의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계통 해석코드인 MARS1.4를 해석도구로 사용했

으며, 해석절차는 실험 수행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 다. 우선 유동

과도기 현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통은 정상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본 해석

에서는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계산 시간을 40초로 설정하 다. 본 연

구에서 평가한 모든 실험데이터의 경우 40초가 경과되었을 경우에 계통은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정상상태 도달 후 40초에 유동감소를 시작함으

로써 유동은 감소하게 된다. 

  유동감소율은 실험에서 측정된 시간에 따른 유동감소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해석에서 동일한 감소곡선을 따라가도록 제어하 다. 실험 Run. No. 

에 따라 유동감소 데이터가 서로 다르므로 해석에서도 각 실험에 따라 서

로 다른 유동감소곡선을 획득하여 해석에 반 하 다.

  해석에서 40초에 유동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설정하 으므로 실험데이

터의 시간도 해석 시간과 동일하게 동기시켜야 서로의 비교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실험데이터의 시간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이동시켜 해석시간과 일

치시켰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그래프의 모든 시간데이터는 정상

상태 40초를 합한 값으로 만약 임계열유속이 60초에 발생했다면 이것은 

유동과도기 시작후 20초후에 임계열유속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4.3.48은 Run. No. FT-A-1-F 경우의 시간에 따른 과도기 유량감

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0초까지는 정상상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40초 이후에 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측정된 입구 유량값과 계산된 입구 유량값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에는 시험관 Volume node 28에서의 유량계산값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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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입구유량과 비교해볼 때 약간의 시간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계산 Volume node 28이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체가 시

험관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지연을 의미한다. 만약 

입구의 유량 변화율이 매우 크거나, 시험관이 길이가 매우 길거나 하면 이

러한 시간지연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경우는 시험관의 길

이가 1.8m 정도이고 유량감소율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약간의 시간지연만

이 관찰된다.

  그림 4.3.49은 Run. No. FT-A-1-F 경우의 시간에 따른 건도 및 기공률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유량이 40초에서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험

관내부의 건도 및 기공률이 증가하게 된다. 건도 및 기공률의 증가분은 시

험관 상부로 갈수록 더 커지게 된다. 그림에서는 시험관 계산 Volume 

node 10 (하부)과 34 (상부)의 값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시험관 상부 (34)

에서의 값이 하부(1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4.3.50은 Run. No. FT-A-1-F 경우의 시간에 따른 가열봉 표면 온

도의 실험값과 계산값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가열봉에는 가열봉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표시된 

TE-41, TE-42, TE-43은 가열봉 최상단부에 부착된 열전대를 의미한다. 

TE-41은 가열봉상부에서 10mm 아래쪽, TE-42는 30mm 아래쪽, TE-43

은 110mm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다. 임계열유속에 도달하면 가열봉 표면

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실험장치의 제어장비에 의해 열출력이 

trip 된다. 임계열유속은 대개 가열봉의 상부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실험

에서 가열봉 표면온도 TE-41보다는 TE-42의 급격한 상승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MARS 코드가 예측한 계산 

Volume 34의 가열봉 표면온도다. 이 경우에는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 단면적 분리방법론이 실험데이터

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3.51는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유동 단면적 분리방법론을 사용하

지 않고 환상관을 그대로 노드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절에서 기술했듯이 

환상관을 그대로 노드화 하면 환상관내부에서의 액막 분리 현상으로 인해 

임계질량유속이 저평가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질량유량이 실험값에



- 278 -

서 예측된 값 이하도 감소할 때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계열유속 발생시간은 실험에 비해 크게 지연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 실험데이터군의 다른 경우에도 모두 해당하며, 이러한 

저평가로 인한 오차는 표 4.3.6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4.3.52에서 그림 4.3.63까지는 기준 실험 데이터군에 있는 다른 경

우의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실험 데이터군에 대해서 유동 단면

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임계질량유

속에 대한 실험값과의 차이 및 오차는 표 4.3.6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서 볼 수 있듯이  유동 단면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MARS 

코드는 임계질량유속을 실험값보다 매우 작게 예측하는 반면, 유동 단면적 

분리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MARS 코드의 예측오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64는 압력에 따른 임계질량유속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압력이 5 bar일 경우에 예측되는 임계질량유속이 실험값

보다 작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오차는 줄어들며, 압력이 약 60 

bar 이상이 되면 이러한 현상은 역전된다. 즉, 코드의 해석결과는 실험값

보다 큰 임계질량유속을 가지게 된다.

바. 결론 및 향후 연구

  유량 과도기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고, 정상상태 임계열

유속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저유량 및 광범위한 압력 조건하에서 비균

일 축방향 출력분포를 갖는 환상관에서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

행하 다.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대부분의 유량 과도기 조건에서의 임계 질량유속은 정상상태에서의 

값보다 작은 값을 보 다. 즉, 동일 계통압력, 입구 과냉도 및 열유

속 조건에서 유량 과도기에서의 임계열유속은 정상상태에 비해 지연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은 저압 조건을 제

외하고는 정상상태와 비교하여 보수적이다.

- 저압 조건에서 유량 과도기 질량유속은 정상상태의 임계열유속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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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질량유속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압, 저유속 조건에

서 흔히 관찰되는 유량 불안정성에 의한 Premature 임계열유속인 

것으로 판단된다. 

- Bowring 임계열유속 상관식은 저압, 저건도 및 빠른 유량 과도기 

모드보다는 고압, 고건도 및 느린 유량 과도기 모드에서 예측 정확

성이 증가하 다. 

- MARS 열수력 코드는 가열봉 벽면 온도의 경향을 잘 예측하 으며, 

Zero Interfacial Shear Stress의 위치에 따른 면적비에 따라 입구 질

량유속을 분할할 경우 임계열유속 조건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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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CHF correlations for annulus geometry (1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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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CHF correlations for annulus geometry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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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2 Comparison of correlations with experimental data for 

uniform heat flux distribution

Correlation Mean Error(%) RMS Error(%)

Doerffer et al.

(1994)

AECL-UO Look-up 

Table
22.5 31.5

1995 CHF Look-up 

Table
18.5 22.5

Bowring(1977) 6.7 15.2

Janssen and Kervinen(1963) 19.9 37.4

Table 4.3.3 Comparison of crrelations with experimental data for 

non-uniform heat flux distribution 

Correlation Mean Error(%) RMS Error(%)

Doerffer et al.

(1994)

AECL-UO Look-up 

Table
46.1 58.0

1995 CHF Look-up 

Table
45.4 53.8

Bowring (1977) 22.8 31.2



- 283 -

Table 4.3.4 Ranges of the present experimental data and applicable 

ranges of the Parkb et al. correlation (Eq. (4.3.20)) for C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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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5 Experimental data for MARS code evaluation

Run. No
P

(kPa)

Gin

(kg/m2-s)

GCHF

(kg/m2-s)

Δhin

(kg/kJ)

Q

(kW)

CHF

(kW/m2)
FT-C-3-F

FT-C-4-F

FT-A-1-F

FT-A-4-F

FT-A-7-F

FT-A-8-F

FT-A-11-F1

FT-B-2-F

FT-B-7-F

FT-B-9-F

FT-B-11-F

FT-D-2-F

FT-D-6-F

547.9

552.7

1907.4

1895.0

1872.0

1836.2

1847.2

5882.9

5847.8

6079.0

5887.6

9746.3

9834.9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521.7

267.5

205.1

223.0

338.9

459.3

419.2

245.2

325.5

231.9

437.0

325.5

423.6

342.0

206.7

217.1

360.3

212.1

210.6

92.0

211.0

8103

363.0

353.6

344.1

214.9

56.0

34.9

36.8

45.3

50.7

62.3

53.3

45.9

46.3

53.3

77.7

61.8

59.7

1014.7

633.0

667.5

820.7

919.3

1129.3

966.8

832.5

839.3

966.4

1408.1

1119.3

1081.4

Table 4.3.6 MARS code prediction result using area split method

(*) default :  환상관을 노드화한 기본모델

    ASM   :  유동단면적분리방법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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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Dimensionless CHF as a function of dimensionless mas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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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9 Comparison of the present CHF data with the Doerfer et al.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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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0 Comparison of the present CHF data with the Bowring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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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5 Nodalization of KAERI RCS CHF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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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6 Annular flow in annulus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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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7 Flow area spit concept in annulus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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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1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defa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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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2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A-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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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3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A-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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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4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A-8-F)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200

400

600

800

1000

Wall temperature 
calculated

mass flux at the node
where CHF occurs

Run No. FT-A-11-F

T W
AL

L (
o C

) o
r M

as
s 

flu
x 

(k
g/

m
2 -s

)

TIME (s)

 : TE-41
 : TE-42
 : TE-43
 : Twall calculated (node 34)
 : Mass flux (data at inlet)
 : Mass flux (MARS at node 34)

Fig. 4.3.55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A-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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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6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B-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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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7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B-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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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8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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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9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B-11-F)



- 326 -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200

400

600

800

1000

Wall temperature 
calculated

mass flux at the node
where CHF occurs

Run No. FT-C-3-F

T W
A

LL
 (o C

) o
r M

as
s 

flu
x 

(k
g/

m
2 -s

)

TIME (s)

 : TE-41
 : TE-42
 : TE-43
 : Twall calculated (node 34)
 : Mass flux (data at inlet)
 : Mass flux (MARS at node 34)

Fig. 4.3.60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C-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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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1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C-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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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2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D-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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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3 Heater wall temperature and mass flux (FT-D-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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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1. 개요

  최근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나 운전 과도시와 같은 저유량 조건에서의 

CHF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Mishima and 

Nishihara, 1987; El-Genk et al., 1988; Park et al, 1997; Schoesse et al, 

1997). 저자들도 앞절에 나타난 것처럼 단일 가열봉 환상유로를 사용하여 

CHF 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원형관이나 환상유로에서의 저유량 CHF

의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원자로 노심은 연료봉 다발

로 구성되어 있고 연료봉 사이에는 제어봉 안내관, 계측관 등 가열되지 않

는 벽면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부수로 내에서의 엔탈피 분포 및 CHF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다발에서의 CHF에 대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으나(장순흥 등, 1997), 이들 연구는 대부분 

원자로의 정상 운전 조건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저유량 조건에서 봉다발

내 비가열 벽면을 고려한 실험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비가열봉 3개를 포함한 3 x 3 가열봉다발 수직 실험대를 사

용하여, 광범위한 압력조건에서 저유량 CHF 실험을 수행하고 압력이 저

유량 CHF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특히 저유량 조건에서 비가

열 벽면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3개의 비가열봉이 존재하는 3 x 3 봉다

발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수직방향 출력분포의 향을 관찰하기 위

해 균일 출력분포와 대칭 코사인 출력분포의 두 가지 실험대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은 KAERI RCS 열수력 루프를 이용하

으며, 2절에 실험장치 및 실험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3 

x 3 봉다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수 및 실험조건이 표 4.4.1에 나타나 있

다. 

2. 실험결과

가. 균일 출력분포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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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구간 출구에서의 건도가 커짐에 따라 출구 플레넘의 압력은 약간 

불안전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대 입구 플레넘의 압력을 계

통 압력으로 사용한다. 입구 과냉도는 압력 조건에 다른 증발잠열과 가열

구간 입구 엔탈피의 차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수직 상향류 균일 가열봉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 

상단부에서 발생한다. 본 실험에서도 임계열유속은 그림 3.2.6에 나타난 가

열봉 R1 또는 R2의 가열구간 상단부로부터 10 혹은 30 mm(T/C 1 및 2)

의 위치에서 발생하 다. 그림 4.4.1은 임계열유속 실험시 가열봉 벽면온도

의 거동을 보여준다. 임계열유속이 가까워짐에 따라, 실험대에 투입된 총

출력이 미세하게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 지점에서 벽면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임계열유속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열봉 벽면

에 존재하는 액체가 고갈되어 벽면온도가 증가하고, 다시 적심 과정을 반

복함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벽면온도의 진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2와 4.4.3은 계통압력 3 MPa, 입구 과냉도 340 kJ/kg의 동일한 조건에

서 질량유속이 각각 50, 650일 경우에 벽면온도의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낮은 질량유속과 높은 질량유속에서 벽면온도의 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질량유속이 높아지면 벽면에 존재하는 기포 혹은 

액막의 고갈과 적심이 매우 빠르게 반복됨에 따라 벽면온도의 진동이 매

우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에 낮은 질량유속에서는 이러한 벽면온도의 진동

이 느려지며, 이에 따라 그림 4.4.2에 나타난 것처럼 임계열유속 근처에서 

벽면온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4는 질량유속과 CHF의 관계를 보여준다. CHF는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저압에서의 CHF는 그 기울기가 고압에 비해 크

고 CHF에 대한 질량유속의 향은 저압에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 4.4.5는 유량을 고정한 경우 CHF가 입구 과냉도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

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본 실험범위에서 CHF는 입구 과냉도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일반적으로 입구 과냉도를 고정하여 유량을 

증가시키면 CHF는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CHF 자료가 

그림 4.4.5와 같이 CHF는 입구 과냉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또

한 그림 4.4.4와 4.4.5에 나타난 것처럼 질량유속이 작아질수록 CHF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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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구 과냉도의 향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CHF 조건에서 CHF가 발생한 축방향 위치의 단면 평균 건도를 열역학

적 평형을 가정하여 구한 값으로 정의한 임계건도(Critical quality)와 질량

유속과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4.4.6과 같다. 본 실험조건에서 임계건도 

범위는 0.25 ∼ 1.27로 나타났다. CHF 현상은 이상유동 양식과 접한 관

계가 있다. 즉 CHF의 발생기구는 기포류 및 슬럭류(Slug flow) 역에서

는 핵비등 이탈(DNB), 환상류에서는 액막의 건조(Dryout)로 크게 구분된

다. 저유량 조건에서의 CHF 발생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띠

-Genk, 1988; Mishima and Ishii, 1982; Rogers et al, 1982; Kumamaru, 

1990).

- 매우 낮은 유량 조건에서 플러딩(Flooding)에 의한 CHF 발생

- 슬럭류 또는 처언(Churn)류에서 환상류로 유동양식이 천이 조건에서 

CHF가 발생 

- 환상류에서 액막의 건조(Liquid film dryout)

- 액상의 완전한 증발, 즉 출구건도가 약 100 %가 될 때.

  그림 4.4.7은 임계건도에 대한 압력의 향을 보여준다. 그림 4.4.6 및 

4.4.7에서 3 MPa 이상의 압력 및 50 또는 150 kg/m2s의 아주 낮은 유량

에서는 임계건도가 100 %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가열구간에서 발생한 수

증기가 실험대 상부 Plenum에서 응축되어 생성된 포화수가 주로 비가열

봉부를 통하여 가열봉다발의 가열구간에 하향류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나

타낸다. 

  그림 4.4.8 (a) 및 (b)는 CHF에 대한 계통 압력의 향을 보여준다. 질

량유속이 650 및 350 kg/m
2s의 경우, CHF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단조롭

게 감소하고 질량유속이 낮아질수록 CHF에 대한 압력의 향은 작아져 

질량유속 50 kg/m2s에서는 압력의 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CHF는 압

력이 변해도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Bowditch 등(1987)의 5 x 

5 가열봉다발에서의 CHF 실험 및 Chun 등(Chun et al, 2001)의 환상유로

에서의 CHF 실험에 의하면 유량이 클 경우(300 kg/m2s 이상) CHF는 압

력이 증가하여 2 ∼ 4 MPa 근방에서 최대치가 된 후 15.0 MPa 까지 천

천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의 경우 비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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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역에서 가열봉다발 역에 계속적인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결과 저압 역에서 CHF의 최대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코사인 출력분포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코사인 출력분포를 갖는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의 결과는 앞절

에 나타난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3 X 3 봉다발 임계열유속의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그림 4.4.9에 나타난 것처럼 CHF는 질량유속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저압에서의 CHF는 그 기울기가 고압에 비해 크고, 

CHF에 대한 질량유속의 향은 저압에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10은 유량이 일정한 경우에 CHF가 입구 과냉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

가함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질량유속이 작아짐에 따라 CHF

에 대한 입구 과냉도의 향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압에서 

입구 과냉도에 대한 CHF의 증가율이 작아지고 있다. 그림 4.4.11은 임계 

출구건도에 대한 질량유속의 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 출구건도는 작아지며, 질량유속이 작을 경

우에는 감소율이 매우 크며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질량유속의 향이 

작아지고 있다. 그림 4.4.12는 CHF에 미치는 계통 압력의 향을 보여주

고 있으며, 균일한 출력분포와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여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가열봉 3개를 포함한 3 x 3 가열봉다발 수직 실험대를 

사용하여, 압력 0.48 ∼ 15.07 MPa, 질량유속 44 ∼ 652 kg/m2s, 입구 과

냉도 45 ∼ 354 kJ/kg의 범위에서 CHF 실험을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CHF에 대한 질량유속 및 입구 과냉도의 향은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 경향과 같다.

(2) 질량유속 50 또는 150 kg/m
2
s 및 압력 3.0 MPa 이상에서는 가열

구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실험대 상부에서 응축하여 포화수가 비

가열봉부를 통하여 가열구간에 하향류로 공급되어 임계건도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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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3) CHF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2 ∼ 4 MPa 근방에서 최대치를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비가열봉 역에서 가

열봉다발 역에 계속적인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저압 역에서 CHF의 최대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 334 -

Table 4.4.1 Test condition of 3 x 3 rod bundle CHF 

실험변수 균일 출력 분포 대칭 코사인 분포
가열봉수 6 9
계통 압력, MPa 0.49 ∼ 15.07 0.47 ∼ 15.06
질량유속, kg/m2s 44 ∼ 652 50 ∼ 654
입구 과냉도, kJ/kg 45 ∼ 354 68 ∼ 723
출구 건도 0.25 ∼ 1.27 0.46 ∼ 1.52
총 데이터수 16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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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Behavior of wall temperature at low mass flux 

(계통압력 3 MPa, 입구과냉도 340 kJ/kg, 질량유속 5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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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Behavior of wall temperature at high mass flux 

(계통압력 3 MPa, 입구과냉도 340 kJ/kg, 질량유속 65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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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9 Effect of mass flux on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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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7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1. 서론

  우리 연구소는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증대 및 이용 다변화를 도모하고 안

전성 및 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신형원자로를 개발하

고 있다. 이러한 신형원자로에 적합한 핵연료로써 기존 경수로의 핵연료와

는 현저하게 다른 사각형(Self-spaced Square Finned : SSF) 핵연료봉 다

발이 고려되고 있다. SSF 핵연료의 모양은 기존의 상용 경수로와 매우 다

르다. SSF 핵연료는 그 모양이 사각형이고 네 모서리에 핀이 부착되어있

으며 핵연료의 배열이 사각배열이 아닌 삼각배열이다. 이러한 핵연료는 노

심의 냉각효율 측면에서 기존 핵연료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

존의 상용 경수로에 적용하는 상관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SSF 핵

연료에 대한 상관식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또한 상관식개발을 위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연구소

와 러시아의 IPPE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IPPE에서는 

Freon과 물에 대한 CHF 실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에서는 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미 상용 경수로핵연료에 대

하여 RCS 실험 장치를 구축하여 CHF 실험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을 위해 RCS 열수력 Loop를 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절에서는 SSF 핵연료다발에 대해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조

사하기 위해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결과와 기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하

고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자세한 내용과 일

부 실험결과를 기술하 다. 

2. SSF 핵연료 다발에 대한 CHF 성능 및 상관식 평가

  본 장에서는 SSF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과 원통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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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 고 또한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결과와 기존 상관

식을 비교 검토하 다.

  먼저 SSF형 핵연료 다발에 적용 가능한 러시아 상관식(황대현 등, 

1998)과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에 적용 가능한 EPRI-1(Reddy and 

Fighetti, 1982) 및 KfK-3(Donne, 1991) 상관식으로 CHF를 계산하 다. 

SSF형 핵연료봉에 대한 러시아 상관식은 입구 조건 개념으로 러시아에서 

개발된 것이다. KfK-3 상관식은 고전환로에 적용하기 위한 조  삼각격

자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된 것으로서, 피치와 핵연료

봉 직경의 비가 p/d > 1.02 인 조건에 적용 가능하다. EPRI-1 상관식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원래 국부 조건 개념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분석

에서는 입구 조건 개념으로 적용하 다. KfK-3 상관식 적용 시 와이어 

랩이 원통형 핵연료봉에 4 개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 으며, 와이어 

랩 피치는 210 mm로서 러시아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SSF형 핵연료봉의 

피치와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 다. CHF 계산에 사용된 조건은 표 4.5.1에 

나타나있다. 본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조건에서 계산하기 위하여 7 

핵연료봉 다발을 가정하여 유로의 수력학적 등가직경을 3.0 mm, 가열구간 

길이를 1.0 m로 하 다. 그림 4.5.1은 각 상관식에서 계산된 CHF 값을 비

교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SSF형 핵연료에 대한 러시아 상관식은 조  삼

각격자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에 적용되는 기존의 입구조건 개념 상관식에 

비하여 약 10∼40% 정도 CHF를 높게 예측하고 있다. 이로부터 SSF형 핵

연료봉 다발에서의 CHF 성능은 동일한 입구 조건에서 기존의 원통형 핵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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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

료봉 다발의 실험자료와 기존 CHF 상관식을 비교하 다. CHF 실험자료

와의 비교에는 러시아, EPRI-1, PI-3P(Ternica and Cizk, 1992) 및 

Bowring(1977) 상관식이 사용되었다. CHF 실험자료는 그림 4.5.2 및 표 

4.5.2와 같은 EPRI의 19 핵연료봉 다발에서 얻어진 압력범위 2.8∼8.3 

MPa의 실험자료(Fighetti and Reddy, 1982)를 사용하 다. CHF 실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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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관식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4.5.3∼4.5.6에 보여준다. 이들 비교결과 

중 러시아 상관식만이 실험자료를 낮게 예측하고 나머지 상관식들은 실험

자료를 높게 예측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러시아 상관식이 다른 

상관식에 비해 CHF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

식들의 CHF 예측 값들의 오차는 워낙 크고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러시아 상관식을 포함하여 기존 상관식들은 SSF형 핵연료봉 다발의 개발

이나 노심 안전해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실험을 통한 

CHF Data Base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3. SSF 7 가열봉다발 실험결과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일부 CHF 실험자료에 대

해 기술한다.

- 계통압력 : 11.24 MPa

- 질량유속 : 105 ∼ 1482 kg/m
2s

- 시험관 입구 유체 온도 : 249.5 oC

- 출구 건도 : 0.35 ∼ 1.13

가열구간 출구에서의 건도가 커짐에 따라 출구 플레넘의 압력은 약간 불

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입구 플레넘의 압력을 계통 압력

으로 사용한다. 입구 과냉도는 압력 조건에 따른 포화액체의 엔탈피와 가

열구간 입구에서 유체의 엔탈피의 차이로 정의된다. 표 4.5.3에는 자세한 

CHF 실험 데이터 베이스가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균일 가열봉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가열부 상단부에서 발생

한다. 본 실험에서도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 끝으로부터 10 mm 아래에 

설치된 열전대에서 CHF가 발생하 다. 그림 4.5.7는 CHF 발생시 가열봉 

벽면온도의 거동을 보여준다. 임계열유속이 발생 근처에서 실험대에 투입

된 총출력이 미세하게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 발생 시점에서 벽면온도

가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 CHF 조건에 근접함에 따라 가열봉 

벽면에 존재하는 액체가 고갈되어 벽면온도가 증가하고, 다시 적심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벽면온도가 감소하는 벽면온도의 진동을 보여주고 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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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유속은 7 가열봉 중심에 설치된 1번 봉 혹은 외곽에 위치하는 7번 봉

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가열봉 표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일부가 손상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CHF 발생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그림 4.5.8와 4.5.9는 압력 11.24 MPa, 입구 유체온도 248.5 oC에서 질량

유속의 변화에 따른 CHF 및 출구건도의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CHF는 증가하며, 질량유속이 약 800 

kg/m2s인 지점에서 그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는 CHF에 대한 일반적인 경

향과 일치하고 있다. 그림 4.5.9에서 출구건도는 열역학적 평형을 가정하여 

구하 다. 질량유속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출구건도가 1보다 크게 나타났

으며, 이는 가열구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실험대 상부에서 응축하여 포화

수가 비가열 벽면을 통하여 가열구간에 하향류로 공급되고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작은 유량 조건에서 수행된 봉다발 CHF 

실험에서 관찰된 바 있다(문상기 등, 2001).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출구

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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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동일한 입구 압력 및 입구 온도에 대한 CHF 실험 데이터는 러시아의 

IPPE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러시아 IPPE 연구

소에서 수행한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SSF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과 원통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성능은 기존 

핵연료봉 다발에 비해 10∼40 % 정도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관

식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자료와 기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러시아 상관식을 포함

하여 기존 상관식들은 SSF형 핵연료봉 다발의 개발이나 노심 안전해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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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RCS 열수력 

Loop를 개조하 고 저유량에 대한 Loop 개발, 가열봉 외압에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 평형 관의 도입 및 직류 전원공급장치의 개발을 통하

여 안정된 유량제어 성능, 가열봉의 신뢰성 및 가열봉에의 안정된 전력공

급과 전력측정의 정 화를 이루었다.

  SSF 7 가열봉다발에 대한 CHF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CHF는 증가하 으며, 높은 질량유

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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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교한 결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CHF 데이터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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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1 Operating condition for SSF rod bundle CHF calculation

Parameter    Value

 Pressuer, MPa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Length, m

 Inlet Temperature, ℃

18

3.0

1.0

200

Table 4.5.2 Geometries of CHF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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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5.3 SSF 7 rod bundle CHF data base

ID
Tin

 (oC)

ΔHin

(oC)

Pin

(kPa)

G

(kg/m2s)

Qt

(kW)

CHF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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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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본 장에서는 원전 사고시 노심에서 일어나는 유량조건 즉, 저유량, Zero 

유량 및 유량과도 조건에서 임계열유속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를 기

술하 다. 실험은 고온, 고압 RCS 열수력 Loop 장치에서 수행되었고 단일

봉 환상유로, 가압경수로형 3x3 봉다발, 7 봉다발 등 다양한  실험대를 사

용하여 압력 5∼15 MPa의 범위에서 총 1,011개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료 

Database를 얻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저유량 임계열유속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본 실험조건과 같은 저유량 임계열유속은 대부분 환상류에서의 액

막의 건조(Dryout)에 의해 발생한다. 아주 저유량 또는 봉다발(3x3) 저유

량조건에서는 대향류의 플러딩이 임계열유속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Zero 유량 임계열유속은 대항류 플러딩에 의해 임계열유속이 발생한다.    

  (2) 질량유속이 550 및 650 kg/m
2s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압력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2∼3 MPa 근방에서 최대치가 된 후 15 MPa 까지 

천천히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아주 저유량(200 kg/m
2
s) 및 Zero 유량일 때 

임계열유속이 최대치가 되는 압력은 수조 비등에서 임계열유속이 최대치

를 나타내는 압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나 임계열유속의 최대치는 수

조 비등 임계열유속에 비해 상당히 작다.

  (3) 기존 임계열유속 상관식 중에 1995 CHF Look-up Table을 사용한 

Doerffer 등 상관식 및 Bowring 상관식은 저유량 임계열유속에 대하여 다

른 상관식에 비해 우수한 예측능력을 보여주나 저 압력 역에서 현저하게 

성능이 나빠진다.

  (4) 유량이 없는 유로에서는 축 방향 열유속 분포가 임계열유속에 미치

는 향은 저압조건에서 크게 나타나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향은 

작아진다. 질량유속이 일정하면 축 방향 열유속 분포에 관계없이 비등 길

이와 임계건도 사이에는 직선적인 비례관계가 있다.

  (5) Zero 유량 임계열유속 상관식은 일반적으로 대향류 플러딩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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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유도된다. 기존 Zero 유량 임계열유속 상관식에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도에 대한 향 항과 열유속 분포 향 항을 적용하면 RMS 오차 

9.0 % 이내로 플러딩 임계열유속을 예측하 다.

  (6) 대부분의 유량 과도기 조건에서의 임계 질량유속은 정상상태에서의 

값보다 작은 값을 보 다. 즉, 동일 계통압력, 입구 과냉도 및 열유속 조건

에서 유량 과도기에서의 임계열유속은 정상상태에 비해 지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량과도기 임계열유속은 저압 조건을 제외하고는 정상상태

와 비교하여 보수적이다.

  (7) MARS 열수력 코드는 가열봉 벽면 온도의 경향을 잘 예측하 으며, 

Zero Interfacial Shear Stress의 위치에 따른 면적비에 따라 입구 질량유

속을 분할할 경우 임계열유속 조건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8) 7 봉다발 실험에서 수행된 일부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동일 압력 및 입구 온도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임계열유속 데이터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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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Freon CHF Loop을 이용한 임계열유속 실험 

제 1 절 서론

  프레온 유체는 기화열과 임계압력이 물보다 월등히 낮아 실험이 용이하

면서 전력소모가 매우 적고, 실험장치 규모가 작아 실험장치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든다. 또한 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CHF 현상의 가시화, 

실험수행의 용이성 등 유리한 점이 많으면서 열전달 및 열역학적 성질이 

잘 알려져 있어 해석의 신뢰성도 높다.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수행되는 임

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실험을 예로 들면, 임계열유속 실험은 

원자력발전소 생산전력의 1∼2%를 차지하는 20MW의 전력과 고온 고압

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실험장비 및 고가의 운 비가 요구된다. 핵연료 

개발자들은 이와 같은 고가의 개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모의유체 사용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고심 끝에 실험비용을 1/10이하로 줄일 수 있

는 프레온 유체를 선택하 다. 이에 따라 프레온 실험자료로부터 물실험자

료로 변환하고자하는 유체간 모의모형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3년

에 Barnett가 차원해석을 통하여 프레온의 임계열유속 값을 물의 임계열

유속 치로 변환하는 척도 법을 발표하면서 프레온 냉매를 통한 임계열유

속 실험이 활성화되었다. 유체간 모의모형연구는 크게 차원해석법과 그래

프해석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래프 해석법은 유체간 모의모형연구 초

창기에 적용이 쉬워 연구된 방법으로 물-프레온간의 도비 및 기하형태

가 같을 경우 물 및 프레온의 임계열유속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원리

를 이용하여 척도 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Stevens 와 Kirby가 제안하 다. 

차원해석법은 그래프해석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우나 이상적인 모의를 

할 수 있어 Barnett, Andersen과 Pejtersen, Ahmad, Katto 등 많은 사람

들이 오랜 기간동안 심도 있게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차원해석법은 계속

하여 연구 발전되었으며 수평관 및 핵연료 다발에까지 확장되었으나 그 

연구가 미약하여 아직 단순한 원형관에 대한 모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수

준이다. 본 절에서는 프레온 실험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프레온 R-1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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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를 사용하는 소규모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수행한 다음과 같은 실험과 

해석에 대하여 기술하 다. 

○ 원형관 실험

○ 혼합날개 효과 실험

○ 환형관 실험

○ 원형관 및 환형관의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

○ 임계열유속 현상 분석 

○ 액막건조(LFD) 현상의 이론적인 해석 및 모델링 

이와 덧붙여 핵연료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사고해석 실험기술을 높이기 위

하여 소규모 프레온실험장치를 확장하여 5X5 및 6X6 봉다발규모의 실험

을 수행할 수 있는 프레온 열수력실험장치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제 2 절

에 기술하 다. 제 3 절과 4 절에 원형관(혼합날개포함) 및 환상관에 대한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임계열유속 경향분석과 원형관 및 환

상관에 대한 유체간 모의모형을 검증하 다. 또한 핵연료개발 과정에서 혼

합날개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형관에 다양한 혼합날개를 설치하고 임

계열유속 증진 효과를 조사하는 실험을 병행하 다(3절). 제 4 절에는 액

막건조모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선점을 찾아 새로운 이론적인 

액막건조모델을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 다. 개발된 모델은 원형관 및 환형

관에 적용하도록 확장되었고 물 및 프레온 실험자료와 비교되었다. 

  

제 2 절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 

1. 서론

  프레온 유체는 기화열과 임계압력이 물보다 월등히 낮아 실험이 용이하

면서 전력소모가 매우 적고, 실험장치 규모가 작아 실험장치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든다.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수행되는 임계열유속 실험은  

20MW의 대규모 전력과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실험장비 및 

고가의 운 비를 줄이기 위하여 프레온 유체를 활용하 다. 핵연료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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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개념설계

원자로 형태와 용량에 맞는 핵연료의 크기, 개수 선정 

보통 원자로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단계: 핵연료 최적화 (열적여유도 향상)

봉직경, 피치, 간격체 거리, 혼합날개 형상 결정.

 핵연료 최적화는 원자로를 가동하는 한 계속되며, 일반적으로 

간격체의 혼합날개 개발에 중점을 둔다. 

3단계: 핵연료 인허가를 위한 물 CHF 실험 

규제기관에서 인증한 실험시설에서 임계열유속실험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핵연료의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는다.

프레온 유체의 역할은 핵연료를 최적화하는 2단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프레온 실험자료로 물의 비등현상을 완

벽하게 모의할 수 없으므로 핵연료 개발 마지막 단계인 핵연료의 인․허

가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후보핵연료 중에서 우수핵연료

를 선별하는데 프레온 실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핵연료 개발 2단

계에서는 경제적인 프레온 실험장치를 이용하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인․허가용 최종실험은 선별된 핵연료에 대하여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

나 독일의 Karlsruhe 연구소 등의 대규모 물 CHF 실험장치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내 핵연료 개발수준은 핵연료 설계기술은 풍부하나 실험

시설이 부족하여 핵연료 개발 작업이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핵연

료 개발의 대부분의 노력은 핵연료를 최적화하는 핵연료 개발 2단계에 집

중되어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혼합날개 형상을 만들고 특허를 

받아도 그 우수성이  실험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

레온 실험장치는 핵연료 개발 환경에 꼭 필요한 실험장치이며 더 나아가, 

○ SLB 사고시 임계열유속 실험연구, 

○ 부수로 열전달 연구, 

○ 초임계원자로의 열수력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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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다발의 유체간 모의모형연구 

○ 핵연료 성능 비교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본 절에서는 최근에 개

발되어 대체 냉매로 확산되고 있는 프레온 R-134a를 작동유체로 사용하

는 5X5 혹은 6X6 다발급 프레온열수력실험장치에 대하여 기술하 다(Fig. 

5.2.1). 

2. 시험대

가. 가열봉 및 5X5 봉다발

  핵연료를 모의한 5X5 봉다발에 필요한 25개의 가열 봉들을 직접가열방

식으로 Table 5.2.1의 제원에 따라 제작하 다. 직접가열방식은 상용전기

를 정류한 직류전원을 핵연료를 모의하는 인코넬 601 재질의 가열 봉에 

직접 인가하여 인코넬 601 가열 봉의 자체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

으로, 열 출력을 내는데 제한이 없는 이점이 있다. 가열봉은 가열관 상 하

부에 Fig. 5.2.2와 같이 구리 봉 혹은 튜브를 통해서 가열된다. Fig. 5.2.3과 

같이 5X5 봉다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형성하도록 가열부의 저항이 바

뀌면 출력이 변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가열봉의 튜브 두께를 Type A 와 

Type B 2가지로 조정하 다. 가열봉에 임계열유속을 감지는 출력분포가 

1.12인 Type A의 경우 0.5mm  직경의 K-type 열전대를 Fig. 5.2.4와 같이 

가열구간 최상부에서 10mm  하단으로 90도 간격으로 4개를 설치하 다. 

출력분포가 0.93인 Type B의 경우 임계열유속이 거의 감지되지 않으므로 

열전대를 180도 간격으로 2개만 설치하 다. 위와 같은 가열봉으로 5X5 

봉다발을 혼합날개가 없는 Reference 간격체 6개를 가지고 511mm 간격으

로 Fig. 5.2.5와 같이 조립하 다. 유동채널과 형성된 부수로에 대한 자세

한 자료를 Table 5.2.3에 수록하 다. 

나. 압력용기

  6인치 Sch. 600파운드 파이프로 제작한 압력용기는 Fig. 5.2.6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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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상부 플레넘, 하부플레넘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몸체의 단면

인 Fig. 5.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채널을 이루기 위해서 4인치 크기

의 배럴를 두고 내부에 세라믹으로 하우징을 만들었다. 하우징 재질을 세

라믹으로 둔 이유는 전기절연 때문이다. 하부플레넘에는 유체입구노즐이 

있고, 하부에 오링블럭(플랜지)을 두어 가열봉이 열팽창으로 늘어날 때 바

닥쪽으로 늘어나도록 하 다. 상부플레넘에는 유체출구노즐이 있고 상부

에는 가열봉을 연결하는 Tie Plate가 있다. Tie Plate는 Fig. 5.2.8과 같이 

직류전원공급을 받도록 상부에 단자대 기능도 병행한다. 전기절연을 위하

여 상․하부 플레넘의 안쪽 벽면에 테프론 코팅을 하 다. 

3. 기계계통

가. 실험루프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Fig. 5.2.1에 도시하 다. 작동유체는 신 냉매인 R-134a (CH2 FCF3) 이며, 

실험장치의 최대운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40 기압, 100 
O
C이다. 주요 실

험장치는 유체 이송장비인 펌프와 가열장비인 예열기 및 그밖에 가압기, 

시험대, 세퍼레이터, 컨덴서,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치의 

사양은 Table 5.2.1에 수록하 다. 

나. 펌프

  프레온 이송용 펌프는 캔드모터펌프로 50m 수두에 12kg/s의 유량을 흘

려보낼 수 있는 것으로 두 대를 직렬로 설치하 다(Fig. 5.2.9). 직렬연결

으로 인하여 수두가 100m로 증대되었으며, 최대 3500RPM의 회전속도를 

낼 수 있다. 유량조절을 위하여 펌프모터에 RPM 조절용 인버터 2대를 설

치하고, 유량의 미세 조절은 우회밸브 및 입구 throttling 밸브를 설치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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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압기  

  가압기는 보통 물 CHF 실험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자로에서 

사용되고있는 Immersion Heater 방식의 가압기를 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프레온 CHF 실험용 가압기로 적당치 않다. 프레온은 끊는 점이 매우 낮

아서 (R-134a는 끊는 점이 하 26℃이다) 비록 가압되어 상온에서 유체

상태로 존재하여도 유체는 거의 포화온도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히터로 

가열하게 되면 곧바로 기포가 발생하여 히터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이

러한 문제점 때문에 고안된 방식이 질소가스를 이용한 가압방식이다. 질소

가 프레온 유체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레온과 질소사

이에 얇은 막이 있는 아큐므레이터(accumulator)를 가압기로 사용한다. 아

큐므레이터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면 프레온 유체와 질소가스 사이에 있는 

Buna-N(탄소중합체의 일종) 막이 팽창되면서 시스템압력은 증가된다. 압

력은 아큐므레이터 상단에 있는 질소가스 배출밸브를 설치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프레온 루프에 적용된 아큐므레이터는 크롬 몰리브덴 재질의 블

라더 타입으로, 23리터용과 52리터용 2개를 Fig. 5.2.10과 같이 병렬로 연

결하 다. 가압기의 설계 압력은 70기압, 설계온도는 80℃이다. 온도에 약

한 블라더는 프레온 R-134a와 부식특성이 좋은 Buna-N 재질을 설치하고 

아큐므레이터의 Shell 내부는 테프론으로 코팅하 다. 

라. 예열기

  예열기는 시험대의 입구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25kW급 예열기 2대를 

Fig. 5.2.11과 같이 설치하 다. 2대의 예열기는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 조절장치로 동시 제어를 하도록 제작하고, PID (proportional 

integral differential) 조절 혹은 가변저항기를 이용하여 시험대 입구의 온

도조절을 한다. 온도 피드백은 시험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열전대 신호

를 받는다. 전원은 440V 3상이고, U-튜브 형태의 SUS 316 히터의 표면전

력 도는 4W/cm²이며, 과열방지기가 내장되어있다. 예열기의 내부 지름

은 19cm, 전체길이는 115cm인 원통형으로 설계압력은 70기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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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컨덴서

  컨덴서는 증기를 응축하는 장치로 응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Fig. 

5.2.12와 같이 수직으로 설치하 다. 쉘튜브 형의 SUS 304로 제작된 컨덴

서 한대의 용량은 40kW로 총 용량은 80kW이다, 내부 지름은 19cm, 전체

길이는 150cm인 원통형으로 설계압력은 70기압이다.

바. 열교환기

  시험대의 입구온도조건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시험대로 흘러가

는 유체에 인가된 열량은 대부분 열교환기에서 모두 흡수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시험대에 인가될 열량으로 열교환기의 용량이 결정되며 이어서 이

차 측의 크기도 결정된다. 열교환기의 용량은 크면 클수록 실험이 용이하

다. 주로 예열기에서 온도조절을 하지만, 열교환기 또한 훌륭한 온도조절

장치이다. 즉 냉각수의 양을 밸브로 조절하여 열전달율을 조정함으로써 시

험대로 흐르는 유체의 온도를 매우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Fig. 5.2.13

과 같이 열교환기를 우회하는 우회라인을 개설하면, 열전달율 조절범위가 

더욱 넓어져 온도조절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프레온 실험장치에 Fig. 5.2.13과 같이 병렬로 설치된 2대의 열교환기는 

컨덴서와 같이 쉘튜브 형의 SUS 304로 제작된 것으로, 각각의 용량은 

150 kW 급이며, 내부 지름은 30.5cm, 전체 길이는 143cm인 원통형으로 

설계압력은 70기압이다.

사. 배관 

  프레온 루프의 주 배관은 모두 3 인치 seamless SUS304 파이프로 하고 

Fig. 5.2.1과 같이 2대씩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각 컴포넌트의 입․출구는 

2인치 파이프로 구성하 다. 우회 배관은 펌프에서 토출되는 유량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안정된 실험여건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 펌프의 유량 조

절용 우회 배관은 항상 열교환기 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회 배관이 펌

프 후단으로 연결된 경우 프레온 유체가 자체적인 운동에너지로 포화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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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항상 냉각될 수 있도록 우회된 유체를 열교환기 

쪽으로 보내어 펌프 캐비테이션을 방지한다. 한가지 더 유용한 우회 배관

으로 열교환기를 우회하는 것이 있다. 열교환기는 안정된 온도조절장치이

다. 2차측 냉각밸브나 열교환기용 우회 배관의 밸브를 조절하여 열교환기

의 열전달율을 조정함으로써 시험대로 흐르는 유체의 온도를 매우 안정되

게 유지할 수 있다. 

4. 계측제어계통

가. 센서 

  실험시 측정되어야 할 물리량은 온도, 압력, 유량 및 전력 등 네 가지이

다. 프레온 실험은 실험조건이 scale down된 상태이므로 오차를 물 실험 

조건으로 환산하게되면 압력은 약 6배, 온도는 약 4배 가량 확대된다. 그

러므로, 센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정 급 센서를 선정하고, 센

서 신호를 수송하는 모든 전선은 노이즈 차폐용 쉴드선을 사용하 다. 

(1) 온도 센서 

  온도센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합시키면 그 사이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Seebeck 효과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를 사용한다. 

열전대는 온도변환에 이용되는 기전력이 수 리볼트로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약간의 노이즈에도 크게 향을 받는 단점이 있어 노이즈 차폐용 열

전대인 ungrounded 타입을 사용하 다. 프레온의 임계온도가 100℃ 전후

로 작은 편이므로 이 부근에서 잘 맞는 구리-콘스탄탄 재질의 1/4인치 스

페셜급 T-type을 루프 온도측정에 적용하 다. 측정범위가 -200∼350℃ 

인 T-type은 정확도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온도에 대한 선형성이 다

른 타입보다 두 배 이상 우수하여 K-type보다 두 배 이상 정확하다. 직경 

1/4인치인 입구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T-type으로 허용오차는 ±0.4%이다. 

대기온도교정은 HP-3852a DAS 시스템의 열전대용 멀티플렉서에 내장되

어있는 Isothermal block에서 측정 시 자동으로 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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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 센서 

  다이아프레임 형태의 압력센서에서 검출한 물리량은 변환기를 거쳐서 

수신 측에 1∼5V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측정시스템에 전송된다. 시험대의 

입․출구 및 루프의 압력 측정용 압력계는 오차가 ±0.5%인 로즈마운트사

의 스마트타입 압력트랜스미터를 사용하 다. 

(3) 유량 센서  

  질량유량계는 다른 유량계의 Reference로 이용될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질량유량을 직접 측정하므로 추가적인 환산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고, 유

체의 종류에 무관하여 프레온 유체의 유량 측정에 적합하다. 이외에도 센

서가 단순히 튜브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모가 적으므로 센서의 수명이 길

고, 원리상 튜브진동수의 측정으로부터 도의 측정이 가능하여 루프 운전 

시 유량계의 도와 증기표의 도를 간혹 비교하여 봄으로써 유량계의 

on-line 체크도 가능하다. 실험유량의 범위가 저 유량에서부터 고 유량까

지 그 범위가 넓을 경우 측정오차를 줄일 목적으로 여러 개의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저 유량용, 중간유량용, 고 유량용 등 3개를 병렬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질량유량계는 특성상 넓은 역에 대하여 정확

도가 유지되는 편이므로 두 개만으로도 충분하다. 유량측정에 사용된 센서

는 마이크로모션사의 U-튜브형 질량유량계로 허용오차는 ±0.5% 이내이

다. 

(4) 전류․전압 센서  

  임계열유속 오차요인 중 파급효과가 큰 순위 별로 나열하여 보면 전력, 

온도, 유량, 시스템 압력 순이다.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전류와 전압측정 오차는 전력의 오차와 비례하게 된다. 전력오차는 실험 

값에 가장 큰 오차를 제공하므로 다른 인자들 보다 센서 선정과 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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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온 실험장치의 전원공급장치는 전압이 최고 60V까

지 공급되고 전류는 최고 12000암페어까지 제공되는 직류전원장치이다. 전

기 단자대 양단에 전선을 내어 받아낸 전압은 HP3852a DAS 시스템의 고 

정  디지털 볼트미터에서 측정한다. 전류는 유체와 같아서 직렬연결인 경

우 측정 위치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류측정용 센서로 

15000암페어용 션트를 직류전원장치 내부에 설치하 다. 션트는 내부저항

과 분류기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가 흐르면 분류기의 저항에 의

해 전압강하량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한다. 션트 사용시 

주의할 점은 주위의 온도변화를 최소화해서 온도에 의한 저항변화를 줄여

주어야 한다. 15000암페어 측정용 션트의 정확도는 ±1.0%이며 1∼5V의 

전압신호를 HP3852a DAS 시스템에 송신한다. 

나. 자료획득시스템 

  센서로부터 최종출력까지 과정을 구성한 시스템을 자료획득시스템이라 

한다. 자료획득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자료 흐

름에 따라 나열하면 센서, 변환기 (Transmitter), 분배기 (Distributor), 멀

티플랙서(Multiplexor),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 DA/CU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Unit), 컨트롤 컴퓨터, 프린터, 디스크 드라

이버 순으로 자료가 이동된다. Table 5.2.4와 Table 5.2.5는 각각 프레온 

열수력실험장치의 자료획득시스템에 연결된 멀티플렉서와 측정채널수를 

측정변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전압신호는 자료획득시스템의 디지털볼트

미터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에 신호 선이 길 경우 선의 자

체저항으로 발생한 전압강하로 인하여 측정치가 왜곡될 수 있으며 노이즈

에도 약하다. 전류신호는 신호 선이 아무리 길어도 동일한 전류를 보낼 수 

있고 노이즈도 타지 않아 유리한 반면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압신

호로 변환되어야 한다. 실험장치 주변에 노이즈가 우려되거나 센서와 자료

획득시스템과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전류신호가 바람직

하다. 전류를 전압으로의 변환은 고 정 급 저항기를 써서 간단히 변환한

다. 프레온열수력실험장치는 실험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상상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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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측정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DAS 구

동프로그램으로 비쥬얼 프로그래밍 언어인 HP-VEE로 측정프로그램을 구

성하 다. 

5. 직류전원공급장치 

  프레온 CHF 실험장치의 전기에너지 인가방식은 열 출력을 내는데 제한

이 없고 시험대 제작 및 변경이 용이한 직접가열방식을 채택하 다. 직류

전원장치는 교류입력을 적절한 전압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압기를 사

용한다. 감소된 전압은 정류되고, 커패시터나 LC 필터 회로에 의해서 리

플(ripple)이 제거되는데, 보다 안정된 직류 출력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

서 전압 조정기 회로를 첨가한다. 직류전원공급장치의 용량은 최대전압과 

최대전류의 곱으로 표현된다.

PW = VI (5.2.1)

여기서, PW  는 전력,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이다. 실험에 적합한 전원공

급장치를 선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시험대에 인가될 최대전압과 최대전류를 

알아야한다. 직접가열방식은 시험대 (SUS나 인코넬) 자체가 저항체로 작

용하여 열이 발생하므로, 시험대의 저항 값을 구하고 단위 길이 당 최대전

력을 예측하여 최대전압과 최대전류를 구한다. 시험대의 저항 식은 

RC = ρ
L
A
. (5.2.2)

여기서, ρ는 재질의 저항률, A는 튜브의 단면적이고 L은 길이이다. 만일 

V 만큼 전압이 시험대에 인가되면 흐르는 전류는 다음 식으로 계산되고,  

I = 
V
RC

(5.2.3)

Joule 효과로 소비되는 시험대의 전력은 아래 식으로 얻는다.

PW = I
2
Rc = 

V 2

RC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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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최대전력이 PMAX  이면 최대전압과 최대전류는 다음과 같이 저

항의 함수로 간단히 결정된다. 

VMAX = PMAXRC  , (5.2.5)

IMAX = 
PMAX
RC

 . (5.2.6)

  일반적으로 시험대의 설계는 시험대의 길이나 직경을 조정하므로 시험

대의 저항은 다양하게 변하게 된다. 위의 두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전

압과 최대전류는 최대전력이 결정될 경우 저항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수행

할 시험대의 최소 및 최대 저항치 계산이 선행되어야 최적의 전원공급장

치를 선정할 수 있다. 시험대의 저항치 계산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단

면적과 재질을 들 수 있다. 같은 직경에 대해 튜브의 두께를 조정하여 단

면적을 변화시키거나, 저항율이 다른 스테인레스 스틸과 인코넬 튜브를 번

갈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코넬-600은 스테인레스 스틸

보다 저항율이 약 30% 크다. 튜브의 직경과 두께에 따라 허용압력이 정해

져 있으므로 두께조절에 유의하여야 한다.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의 전원공급장치는 전압이 최고 60V까지 공급

되고 전류는 최고 12000 암페어까지 제공되는 직류전원장치이다. 리플안정

도는 1% 이내로 6상 반파정류방식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440V AC전원

을 12상으로 정류한 효과를 내며 정류 후단에 컨덴서를 설치하여 리플을 

1% 이내로 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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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1  Design Specification of the Heater Rods

A) Heater Rods

1) Outer Diameter: 

Type A (1.120 peak) 9.50mm ±0.05mm

Type B (0.933 peak) 9.50mm ±0.05mm

2) Heated Length: 

Type A 2000mm ±1mm

Type B 2000mm ±1mm

3) Copper or Nickel extension 

Upper Part 500mm ±1mm

Lower Part 1180-1330mm ±1mm

4) Sheath Material: Inconel 601

B) Power Characteristics 

1) Axial Power Distribution: Uniform 

2) Radial Power Distribution: 

Peak of center 9 rods: 1.120 ±0.03

Peak of Peripheral 16 rods: 0.933 ±0.03

3) Heating Method: direct heating

C). Thermocouple for CHF detection 

1) Type: K-type, ungrounded

2) Sheath Outer Diameter.: 0.5mm

3) Sheath Material: Inconel

4) Number of the T/C

Type A (1.120 peak) 4ea (S,E,N,W)

Type B (0.933 peak) 2ea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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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2  Design Specification of Freon Thermal Hydraulic 

Experimental Loop

A. Main Loop

○ Working fluid Freon R-134a

○ Max. operating pressure 4.0 MPa

○ Max. operating temperature 100 oC 

○ Max. flow rate  12  kg/sec

B. Equipment          

   ○ Power Supply  720 kW

○ Two Preheaters  50 kW

○ Two Condensers  80 kW

○ Two Heat Exchangers 300 kW

○ Two Pressurizers  70  liters

○ Two Pumps

   - Head 100 m

   - Flow   12 k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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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3  5X5 Geometric and Subchannel Data

Parameter 5X5 봉다발

Total number of rods

Number of heated rods

Rod pitch (mm)

Rod diameter (mm)

Unheated rod diameter (mm)

Heated length (mm)

Rod to wall gap (mm)

Corner radius (mm)

Bundle geometry data

length of one-side (mm)

       diagonal length (mm)

flow area (mm
2)

wetted perimeter (mm)

heated perimeter (mm)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equ. diameter(mm)

Hydraulic diameter of

central channel

side channel

Axial power distribution

Radial power distribution

Thermocouple(T/C) location

Mixing vane

25

25

12.85

9.5

N/A

2000

3.00

3.0

66.9

92.12

2695.8

1005.8

746.13

10.25

13.82

12.63

8.41

Uniform

Fig. 5.2.3

Fig. 5.2.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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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4  HP-3852a DAS Mainframe and Slot Contents 

항목 설치카드(모델)
채널

채널수 총수 사용 여분 note

DAS 

Slot

번호

Slot 0 DVM(44701A)

Slot 1 Mux.(44705A) 20 20 15 5

Slot 2 T/C Mux.(44708A) 20 20 9 11

Slot 3-5 T/C Mux.(44713A) 24 72 71 0
ch.33

fail

Slot 6
D/A converter

(44727A)
4 4 3 1

Table 5.2.5  Channel Number for Measurement 

항목 카드종류 측정수 Note

1. 온도

1차루프 T/C Mux. 9

하부단자대 T/C Mux. 3

시험대 T/C Mux. 68 9X4+16X2

합계 T/C Mux. 80채널

2. 압력
게이지압력 Mux. 6

차압 Mux. 2

합계 Mux. 8채널

3. 전원

션트(전류) Mux. 3

전압 Mux. 2
전력 Mux. 1

합계 Mux. 6채널

4. 유량
유량 Mux. 1

5. 제어

전원차단A,B Mux. 2

펌프보호 Mux. 1
합계 Mux. 3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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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2.2.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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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X5 조립형태 (b) 봉별출력분포

Fig. 5.2.3. 5X5 Assembly and Radial Power Distribution

       (Rod Type A [0.930]. Rod Type B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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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m
TC 1,2,3,4

 10mm
TC 1,2

Fig. 5.2.4. Thermocouple Location of the Heater Rods



- 386 -

Fig. 5.2.5. Spacer Grid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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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2.6.  Cross Section of th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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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7.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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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8. Upper Pl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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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9.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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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0. Pressur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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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1. Pre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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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2. Conden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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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3.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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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형관 임계열유속 실험

1. Freon-to-Water 모의모형 검증실험

가. 서론

  원자로 설계의 주요 변수인 원자로심의 Trip Set-point와 열적여유도는 

핵연료 파손의 기준이 되는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실험으

로 얻어낸다.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수행하는 임계열유속 실험은 원자력발

전소 생산전력의 1∼2%를 차지하는 전력과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는 대

규모 실험장비 및 고가의 운 비가 요구된다. 반면에 프레온의 CHF 실험

장치는 기화열과 임계압력이 물보다 월등히 낮아 실험이 용이하면서 전력

소모가 매우 적고 (물의 5%), 실험장치 규모가 작아 실험장치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들므로 유체간 모의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밖에 물로

는 구현하기 어려운 CHF 현상의 가시화, 실험수행의 용이성 등 많은 장

점이 있으면서 해석에 중요한 열전달 및 열역학적 성질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프레온 냉매가 임계열유속 실험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온 

냉매를 모의유체로 원자력에 처음 적용한 예는 1961년 프랑스에서 비등형 

원자로의 열수력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EURAEC-145). 그 후 1963

년에 Barnett가 차원해석을 통하여 프레온의 임계열유속 값을 물의 임계

열유속 치로 변환하는 척도 법을 발표하면서 프레온 냉매를 통한 임계열

유속 실험이 활성화되어,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역에서 물 및 프레온 임

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특정 역에 적용되는 척도 비를 발표하 다

(Stevens and Kirby, Staub, Coffield). 실험에 사용되던 CFC 

(Cloroflurocarbon) 계통의 프레온 냉매는 대기권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면

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이 밝혀져 사용이 규제되었었다 (정동수). 그러

나, 최근에 오존층 파괴 율이 적은 HCFC (Hydrocloro- flurocarbon) 계통 

혹은 무해한 HFC (Hydroflurocarbon) 계통의 냉매가 개발되어 모의유체

실험에 다시 이용되고 있다. 

  모의모형 연구 방향은 크게 차원해석법과 그래프해석법으로 분류된다. 

Stevens 와 Kirby는 물-프레온간의 도비 및 기하형태가 같을 경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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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레온의 임계열유속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척도 

비를 산출하는 그래프 해석법을 제시하 다. 이 방법은 적용이 간편하나 

적용범위가 벗어날 경우 척도비가 달라져 예측 오차가 커진다. Barnett는 

길이와 직경을 포함하여 임계열유속에 향을 미치는 열 가지의 변수를 

수집하고 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척도 비를 구하 다. Andersen과 

Pejtersen은 임계열유속에 향을 미치는 13개의 변수를 수집하고 차원 해

석을 수행하 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 다. Ahmad는 13가지의 

무차원그룹을 실험 시 조정이 불가능한 그룹을 모아 다양한 유체에 적용

되는 모델링 상관식을 얻었다. Katto는 차원해석으로 얻은 임계열유속 일

반화 상관식에서 모델링변수를 도출하 다. 이와 같이 차원해석법은 계속

하여 연구되었으며 수평관(Merilo) 및 핵연료 다발(McPherson and 

Ahmad, Katsaounis)에 까지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되어 대체 냉매로 확산되고 있는 프레온 

R-134a를 작동유체로 수직 원형관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역은 가압경수형원자로 (Pressurized Water Reactor) 및 가압중수형

원자로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에서 요구되는 임계열유속 실

험 범위로 설정하고, 실험 변수인 시험대 입구압력, 입구유량 및 입구 과

냉도는 물 임계열유속 실험변수에 척도 비를 곱하여 축소된(Scale down) 

프레온 R-134a 실험범위를 산출하 다. 프레온 R-134a 작동유체의 임계

열유속 실험 결과는 입구유량, 압력 및 임계건도에 따른 임계열유속 거동

분석을 수행하고, Ahmad 및 Katto 등이 제시한 유체간 모의모형을 적용

하여 물의 임계열유속 값과 비교하여 유체간 모의모형의 예측도를 평가하

다.

나. 실험 장치

(1) 실험루프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Fig. 5.3.1에 도시하 다. 작동유체는 신 냉매인 R-134a (CH2 FCF3) 이며, 

실험장치의 최대운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40 기압, 100 
OC이다. 주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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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장치는 유체 이송장비인 펌프와 가열장비인 예열기 및 그밖에 가압기, 

시험대, 세퍼레이터, 컨덴서,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치의 

사양은 Table 5.3.1에 수록하 다. 

냉각장치 : 시험대에서 생성된 이상유체는 15리터 용량의 세퍼레이터에서 

증기와 액체로 분리되어 증기는 컨덴서로 액체는 열교환기로 보낸다. 컨

덴서 및 열교환기는 모두 쉘튜브 형으로 제작되었다. 

압력조절 : 20리터 용량의 아큐므레이터를 가압기로 사용하 다. 아큐므레

이터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면 프레온 유체와 질소가스 사이에 있는 

Buna-N 막이 팽창되면서 시스템압력은 증가된다. 압력은 또한 아큐므레

이터 상단에 있는 질소가스 배출밸브를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온도조절 : 25kW급 예열기에 SCR (silicon controled rectifier) 조절장치

가 내장되어 있어 PID (proportional integral differential) 조절 혹은 가변

저항기를 이용하여 미세 온도조절을 한다. 온도 피드백은 시험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백금온도계(RTD)로부터 신호를 받는다. 

유량조절 : 130m 수두에 최고 2.5 kg/s의 유량을 흘려보낼 수 있는 3500 

RPM의 터빈타입원심펌프에 RPM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여 우회밸브와 

함께 유량을 조절한다. 또한 미세 조절은 입구 throttling 밸브를 이용한

다. 

  그밖에 실험장치 설계, DAS 구성, 운전절차에 관한 미세한 사항은 장

치설명서인 KAERI/TR-1507/2000에 수록하 다. 

(2) 측정장치 

  입구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직경 4mm인 T-type으로 허용오차는 ±

0.4%이다. 대기온도교정은 열전대용 멀티플렉서에 내장되어있는 

Isothermal block에서 측정 시 자동으로 교정되고, 열전대 자체는 요코가

와 열전대 교정기로 교정하 다. 입구 및 출구압력 측정용 압력계는 오차

가 ±0.5%인 로즈마운트사의 스마트타입 압력트랜스미터를 사용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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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웨이트 교정기로 교정하 다. 유량측정 센서는 마이크로모션사의 U 

튜브형 질량유량계로 허용오차는 ±0.5% 이내이다. 전압은 전기 단자대 

양단에 전선을 내어 HP3852시스템의 디지털 볼트미터에서 직접 측정하

고, 전류는 전선 사이에 0.2% 정확도의 최대 1000암페어 측정용 요코가와 

션트를 설치하 다. 직류전원공급장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텍트

로닉스사의 100MHz 오실로스코프를 설치하 다. 센서 시그널을 수송하는 

모든 전선은 노이즈 차폐용 쉴드선을 사용하 다. 전압신호로 변환된 측

정신호는 HP3852 자료획득시스템으로 집약되어 컴퓨터에 저장된다. 

HP3852 시스템은 HP-IB 카드가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에서 범용 자료획

득시스템 소프트웨어인 HP-VEE로 구동하 다.  

다. 임계열유속 실험 및 해석

  프레온 R-134a를 작동유체로 수직 원형관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유체간 모의모형을 적용하여 물의 임계열유속 자료

를 산출하 다. 실험 역은 가압경수로(PWR) 및 가압중수로(PHWR)의 

임계열유속 상관식 적용 역을 모두 포함한다(Table 5.3.2). 실험 변수인 

시험대 입구압력, 입구유량 및 입구 과냉도는 물 임계열유속 실험변수에 

척도 비를 곱하여 역으로 산출하 다. 이때 척도 비는 다양한 유체에 잘 

맞는 Ahmad의 유체간 모의모형으로 산출하 다. 실험 수행 후 실험자료

를 다시 Ahmad 및 Katto의 유체간 모의모형을 사용하여 물 자료로 변환

하고 물 실험자료인 Groeneveld의 1995 look-up table과 정확도를 비교하

다.

(1) 유체간 모의모형 유도

  임계열유속 현상은 다음과 같이 임계열유속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들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ΦCHF= f(G,Δh,L,D,g,hfg,ρ l,ρ v,μ l,μ v,Cpl,Cpv,k l,kv,σ,γ,β)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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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CHF는 임계열유속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다. 임계열유속 현상에 

관여하는 기본차원은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및 엔탈피 등 모두 5가지가 

있으므로, Buckingham의 π 이론에 따라 (1)식은 총 변수에 기본차원 5가

지를 뺀 수의 무차원그룹으로 유도될 수 있다.  

ΦCHF
Gh fg

= f ( GDμ l , Δhh fg ,
ρ l
ρ v
,
L
D
,
μ l
σDρ l

,
μ l
μ v
,
gD

3
ρ
2
l

μ2l
,
μCpl
k l
,
μCpv
k v

,
k l
k v
,
γμ
2
l

ρ lD
2 ,
βCpl
γh fg ). (5.3.2)

여기서 좌변 항은 무차원화가 된 임계열유속이다. 우변 항의 12가지 

무차원그룹의 수는 해석 대상에 따라 줄여질 수 있다. 모의유체가 완벽한 

모델이 되려면 아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ΦCHF
Gh fg )W=(

ΦCHF
Gh fg )F    (5.3.3)

그러나, 위의 관계가 만족되려면 (5.3.2)식의 우변 항에 유도된 물 및 프레

온간의 무차원그룹 또한 모두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GDμ l )W=(
GD
μ l )F

,

( Δhh fg )W=(
Δh
h fg )F

, ... ,        

(
βCpl
γh fg )W=(

βCpl
γh fg )F .

실제로 임계열유속과 관련된 많은 무차원그룹 수로 알 수 있듯이 임계열

유속 현상이 매우 복잡하여 물 및 프레온간의 모든 무차원그룹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체간 모의관계식을 산출할 때 아

래 식 (5.3.4)-(5.3.6)와 같이 유체의 기하학적 상사성과 일부 열역학적 및 

수력적 상사성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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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학적 상사성 : ( LD )W=(
L
D )F  (5.3.4)

 열역학적 상사성 : ( Δhh fg )W=(
Δh
h fg )F 

   (5.3.5)

 수력적 상사성   : (
ρ l
ρ v )W=(

ρ l
ρ v )F     (5.3.6)

Purcupile은 실험대상의 크기 및 구조가 다를 경우 유체-유체간 실험결과

의 변환 오차가 항상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크기 및 구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고하 다. 즉, 임계열유속 실험시 모의 대상의 기하형태가 다를 

경우 유로 내에 생성된 기포의 성장형태 혹은 액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계열유속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Ahmad는 13가지의 무차원

그룹들을 실험시 압력, 입구엔탈피, 가열길이, 직경 등 조정 가능한 그룹

을 일치시키고, 조정이 불가능한 그룹을 모아 수직 원형관에서 측정한 물 

및 프레온 R-12 데이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모델링 변수의 상관식을 얻었

다. 

   

 ψCHF=( GDμ l )(
μ l
σDρ l )

2/3

(
μ l
μ v )

1/5

(5.3.7)

Katto는 차원해석으로 얻은 임계열유속 일반화 상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변수를 도출하 다. 

 ψCHF=
G D
σρ l

(5.3.8)

(2) 프레온-물 자료 변환 방법

  물 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유량, 잠열인자 및 열유속인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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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구한다. 

1) 변환하고자 하는 프레온의 압력으로부터 액체 기체간 도 비를 구

하고 식(5.3.6)과 같이 도 비에 해당되는 물의 압력을 계산한다. 

2) 모델링 변수가 같아지는 물의 질량유속(GW)을 계산하고 아래 식으로 

(Katto의 경우) 유량인자를 계산한다.

FG=
GW
GF
=
( σρ l)W
( σρ l)F

        (5.3.9)

3) 잠열인자 및 열유속인자를 구한다.

FΔh=
(h fg)W
(hfg)F

(5.3.10)

FQ = FG×FΔh (5.3.11)

4) 임계열유속을 계산한다

(ΦCHF)W =FQ×(ΦCHF)F   (5.3.12)

  Table 5.3.3에 압력이 16.7MPa인 물을 프레온 R-134로 변환할 때 계산

된 Scaling Factor를 예시하 다. 

(3) 원형관 시험대

  원형관 시험대는 가열관 상 하단의 구리 단자대를 통해서 가열되며, 직

류전원공급장치에서 최대 50 볼트 800 암페어까지 전력을 공급받는다. 임

계열유속을 감지하는 3개의 0.25mm K-type 열전대를 Fig. 5.3.2와 같이 

가열구간 최상부에서 10mm  하단부터 아래로 5mm 간격으로 설치하 다. 

나무 조임틀로 고정된 열전대의 온도 시그널들은 직류전원공급장치를 보

호하는 자동 shutdown 모듈과 임계열유속 위치에서의 온도를 모니터링하

는 자료획득시스템으로 보내진다. 시험대 시작점에서 유체가 충분히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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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입구 플랜지 이음에서부터 시작점까지 L/D 비가 60 이상 되도록 

길이를 유지하 다. 시험대 입구온도 및 출구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T-type 열전대를 교정하여 유로 중간에 설치하고, 시험대 입구압력, 출구

압력 및 시험대 압력강하량를 측정하기 위해 로즈마운트사의 압력트랜스

미터를 교정하여 설치하 다. 

(4) 원형관 실험 및 분석

  DNB 및 Dryout조건의 광대한 역에서 총 325개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Table 5.3.4). 실험은 입구과냉도, 질량유량, 시스템압력, 가열길이, 가열

직경을 변화시켜가며 수행하고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 다. 실험조건은 가압경수형원자로 및 가압중수형원자로에서 요구

되는 임계열유속 실험범위에서( 과3,4 및 월성 2,3,4 FSAR) 프레온 

R-134a 실험범위로 축소 변환하여 얻어낸다. 이때 변환을 위한 척도 비는 

다양한 유체에 적용되는 Ahmad의 유체간 모의모형으로 산출하 으며, 얻

어진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압력  1.2 ∼   2.8 MPa,

  유량 1400 ∼  3500 kg/m2-s,

  입구과냉도    30 ∼    86 kJ/kg,

시험대인 수직원형관의 내경은 7.74mm 및 9.4mm이고, 가열길이는 0.6m, 

1.2m, 2m으로 세 가지에 대하여 임계열유속 실험을 하 다. 입구 과냉도 

및 출구건도에 따른 프레온 임계열유속의 경향을 Fig. 5.3.3 및 5.3.4에 도

시하 다. 물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Fig. 5.3.3은 유량이 일정할 때 입

구 과냉도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구 과냉도의 향이 커졌다. 출구건도

의 분포를 나타낸 Fig. 5.3.4는 과냉 역에서부터 출구건도 10% 근처까

지 임계열유속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10% 이후부터는 임계열유속의 분

포가 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물 실험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임계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이 건도 10% 근처에서 액체막 건조 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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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등이탈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현상으로 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5.3.5는 압력과 유량에 대한 임계열유속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유량이 큰 경우 (3500 kg/m2-s) 압력에 둔감한 경향을 보

이고 가열길이가 2.0m인 경우에는 고압 역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 다. 

(5) Freon-to-Water 모의모형 검증실험 

(가) Zenkevich의 물 실험자료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을 위한 프레온 R-134a 실험조건을 Zenkevich의 

원형관 실험자료로부터 Katto의 모의모형으로 변환하 다. 변환된 자료 

중에서 43가지 조건이 실험 가능하 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력  2000  ∼ 3100  kPa,

유량  1000  ∼ 5000  kg/m2-s,

건도 -0.15  ∼  0.4

가열길이 2.6m, 1.7m, 1.6m

  Zenkevich의 원형관 시험대와 같은 형태로 내경 7.74mm의 시험대를 제

작하고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프레온 R-134a의 임계열유속 측정

을 위한 실험 조건 설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입구온도 ±0.5 C 이내

입구압력 ±15 kPa 이내

유량 ±1% 이내

  43개의 프레온 임계열유속 자료를 생산한 후, 실험자료를 Zenkevich 물

자료와 비교하도록 다시 Katto의 유체간 모의모형을 사용하여 물자료로 

변환하 다. 유체간 모의모형의 정확성을 임계건도, 가열길이, 압력, 유량

에 따라 점검하 다. 임계건도가 증가할 수 록 모의모형의 정확도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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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과냉 역으로 임계건도가 감소될 수 록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 다(Fig. 5.3.6). 또한 가열길이가 1.6m인 경우보다 가열길이가 2.6m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Katto의 모의모

형은 압력이 클수록 저 평가하고 있으며(Fig. 5.3.7-a) 유량이 작아 질수

록 오차가 확산되었다(Fig. 5.3.7-b). 전체적으로는 예측 평균이 0.996으로 

왜곡이 거의 없으며 표준편차가 비교적 작은 6.9%로 우수하게 예측하

다(Fig. 5.3.8). 

(나) Groeneveld의 1995 look-up table (물자료)

  125개의 프레온 R-134a 실험자료를 Ahmad 및 Katto의 유체간 모의모

형을 사용하여 물의 임계열유속으로 변환하고, 8mm 원형관에 대한 물 실

험자료인 Groeneveld의 1995 look-up table과 비교하 다. 원형관 내경에 

대한 보정은 아래와 같이 Doroshchuk가 제시한 관계식을 사용하 다. 

(ΦCHF) 9.4mm=(ΦCHF) 8mm×( D8 )
- 1/2

    (5.3.13)

Ahmad 및 Katto의 방법에 따라 예측된 임계열유속과 물의 임계열유속의 

비를 압력 및 유량에 따라 Fig. 5.3.9에 도시하 다. 유량이 2000 kg/m
2s 

일 때(Fig. 5.3.9-a) 7에서 12MPa 사이에서는 압력과 함께 선형적으로 물

자료에 근접하 으나, 12MPa 이후부터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유량

이 4000 kg/m
2s 일 때(Fig. 5.3.9-b)는 모든 적용압력에 따라 물자료에 선

형적으로 근접하 다. 또한 실험 역에 대해 Katto의 방법이 Ahmad의 방

법 보다 잘 예측하고 있다. Katto의 방법으로 125개의 자료에 대하여 예

측성능을 평가한 결과 예측 평균이 0.903으로 저 평가되었고 표준편차는  

11.1%이었다(Fig. 5.3.10). 

(다) BPN 예측으로 얻어낸 물자료 

  프레온 R-134a 임계열유속 데이터 125개를 Katto의 Fluid-to-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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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에 의해 물에 대한 값으로 환산하고 이를 훈련하여(Moon S. K. 

et al.) 훈련된 BPN(기존 물에 대한 것)으로 예측하 다. 예측 조건은 입

구조건을 이용(Fixed Inlet Conditions)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5.3.5에 

수록하 다. BPN 예측으로 얻어낸 125개의 물자료와 유체간 모의모형을 

비교한 결과 예측 평균이 1.067로 6.7% 과대 평가되었고 RMS 오차는 

10.5%이었다(Fig. 5.3.11). 

(라) 프레온 R-12와 R-134a 유체의 모의성능 비교 

  Katto의 유체간 모의모형을 사용하여 본 실험에서 얻어진 125개의 

R-134a 자료와 Celata et al.이 실험한 114개의 R-12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결과, R-134a의 경우 정규화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90 및 0.11, R-12는 0.97 및 0.25로 R-134a 유체로 모의한 결과가 R-12 

유체보다 예측도가 좋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 평가하 으며, Fig. 

5.3.12와 같이 증기의 건도가 높은(0.2∼0.46) 제한된 역에서는 R-12 유

체가 R-134a 유체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결론 

  실험결과 프레온 R-134a의 임계열유속 거동은 물과 그 경향이 유사하

게 나타났다. 실험자료를 유체간 모의모형을 적용하여 물자료로 변환하고, 

Zenkevich, BPN 예측으로 얻어낸 물자료, Groeneveld의 1995 look-up 

table 등 다양한 물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료와 비교하 다 (Table 5.3.6). 

Table 5.3.6에서 보듯이 실제 물자료인 Zenkevich와 비교하는 것이 BPN 

예측으로 얻어낸 물자료나, Groeneveld의 1995 look-up table의 물자료보

다 훨씬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체간 모의모형은 Katto의 방법

이 Ahmad의 방법 보다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모의유체 관점에서

는 R-12와 R-134a 유체만을 비교하 을 때 넓은 역에 대해서는 

R-134a 유체가 적절하 으나 증기의 건도가 높은(0.2∼0.46) 제한된 역

에서는 R-12 유체가 R-134a 유체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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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날개(Mixing Vane) 실험

가. 서론

  핵연료집합체에 있는 지지격자의 주 기능은 크게 핵연료의 기계적 건전

성 유지와 연료봉 사이의 냉각수 유로 확보를 통한 노심 냉각 기능 확보

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핵연료의 열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유동혼합장치를 지지격자에 부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격자의 유동혼

합장치는 노심을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부적으로 빨

리 열적 한계조건인 임계열유속에 도달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이러

한 장치는 주어진 노심조건에서 임계열유속을 증가시켜 원자로의 안전성

과 운전의 유연성을 높이는 열적여유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유

동혼합장치로는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혼합날개 (Split Type mixing 

van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냉상태나 낮은 건도에서는 임계열유속을 

증가시키지만, 건도가 높아지고 유량이 낮을 경우는 지지격자의 혼합날개

의 향이 줄어들거나 역으로 임계열유속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은 상기의 유동형태 중 특히 회전유동을 주

로 발생시키기 위해 최근 고안된 회전유동날개에 대해 임계열유속 성능을 

예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형관내에 회전유동날개가 없

는 단순 지지격자 또는 회전유동날개 지지격자를 각 각 삽입하여 임계열

유속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 다. 시험의 주 목적이 단순 지지격자와 회

전유동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와의 상대적인 임계열유속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험의 편의성을 위해 냉매 R-134a를 사용하 다. 한편 회

전유동날개의 각도에 따른 향도 평가되었는데, 이 시험 결과는 회전유동

날개 지지격자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나. 시험대 및 실험방법

  원형관은 핵연료다발의 단일수로를 유사한 직경 12mm의 Inconel관으로 

총 가열길이는 82.5 cm이며 입구로부터 34.8 cm 지점에 단순한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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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3-a) 또는 회전유동날개 지지격자(Fig. 5.3.13-b)를 삽입하 다. 

회전유동발생장치는 지지격자 상부에 Fan 형상의 4개 날개로 구성되는데, 

날개의 굽힘 각도는 3가지 (25, 30, 35°)에 대해 수행하 다. 냉매는 아래

에서 위로 유입되며, 시험 조건은 대략 경수로의 노심 운전 조건에 해당하

는 냉매의 조건을 찾기 위해 Katto의 Fluid-to-Fluid Modeling을 이용하

다. 실험범위는 아래와 같다.

압력 : 1.2 ∼ 2.6 MPa 

유속 : 750    ∼   2200    kg/m2s

입구온도 :  20 ∼  70 C

  원형관은 균일한 출력분포를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임계열유속은 가열길

이 끝 부분에서 일어나므로 시험단면의 가열길이 끝에 T-type 열전대 두

개를 서로 180°위치에 설치하여 벽면 온도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시험절차는 시험조건 중  입구온도, 유속 및 압력을 먼저 맞춘 다음 

이를 유지하면서 원형관에 공급하는 출력을 서서히 증가시킨 후 다시 출

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준 정상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출구에 위치한 열전대에서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250 C에 도달하

면 이때를 임계열유속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다. 실험결과 분석 

    시험결과는 입구온도 및 출구건도의 변화에 따라 제시하 는데, 이때 

상기의 시험 역에서 임계열유속은 100에서 380 kW/m2 범위에 있었다. 

회전유동날개가 있을 경우 유속이 낮은 750 kg/m
2s 일 때는 회전유동날개 

유무 및 회전유동날개 각도간의 임계열유속 차이가 매우 미미하 다. 반면 

질량 유속이 큰 경우인 1500 kg/m
2
s 일 때는 회전유동날개의 유무에 따른 

임계열유속 차이가 입구온도 조사범위에 걸쳐 분명하며 날개각도에 따라

서도 차이가 약간 나타나고 있다. 조사된 3종류의 날개 각도 중 가장 작은 

각도인 25°인 경우가 임계열유속이 가장 낮고 30°, 35°인 경우는 입구

온도에 따라 서로 크기가 바뀌는데 그 차이가 시험오차 범위 내이므로 유

사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Fig. 5.3.14는 출구관점에서 출구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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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5.3.14-a는 압력 2.6 MPa

에서 질량유속이 낮은 750 kg/m2s의 경우 출구건도는 7∼27 %의 범위에 

있는데 출구건도가 증가할수록 임계열유속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 출구건도가 12∼15 % 역에서는 모든 날개 각도에서 임계열유속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날개 각도간에는 임계열유속 크기가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즉 각도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경향은 일

정하지 않으나 동일한 건도에서는 회전유동날개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임계열유속이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5.3.14-b는 질량유속이 

1,500 kg/m
2
s일 때로 출구건도가 -0.17∼17 % 사이로 과냉 및 낮은 건도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에 대한 것이다. 이 건도 구간에서는 임계건도 현상

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건도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낮

은 건도 조건에서는 날개각도에 따라 임계열유속 차이가 커져 날개각도가 

35°일 때 최대치를 나타냈다. 회전유동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 증가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자 Ф를 도입하 다.

vaneno

vaneno
angle
vane

q

qq

′′

′′−′′
≡Φ

(5.3.14)

여기서 angle
vaneq ′′
은 유동혼합장치가 있는 원형관에서의 임계열유속이며, vanenoq ′′ 은 

유동혼합장치가 없는 단순 지지격자의 임계열유속이다. Fig. 5.3.15의 압력 

2.6 MPa, 질량유속 1500 kg/m
2s일 경우는 Ф가 입구온도가 42 C에서 날

개각도에 따라 Ф는 15∼20 % 정도이며, 각도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서

서히 증가하다가 60 C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여 날개각도 35°에서는 

최대 47%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회전유동날개가 있을 때 질량

유속이 크고 건도가 커질수록 그 향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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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회전유동이 발생되는 지지격자를 원형관에 넣고 이로 인한 임계열유속 

증가를 냉매 R-134a를 사용하여 시험하 다. 시험된 지지격자의 종류는 

회전유동날개가 없는 것과 있는 것 3종인데, 시험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임계열유속은 조사된 범위 내에서 회전유동날개가 있는 경우 회전유

동날개가 없는 경우보다 항상 높게 나와 이 장치를 핵연료 지지격자에 장

착할 경우 핵연료의 임계열유속 성능을 높일 수 있다.

  ○ 회전유동날개는 출구건도가 과냉 조건보다 낮은 건도 조건에서 임계

열유속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회전유동날개의 각도는 대부분의 시험결과에서 35°일 때 최고치를 

보 는데, PWR의 정상운전 부근에 해당하는 냉매의 조건인 압력 2.6 

MPa와 질량유속 1500 kg/m
2s에서 출력증가가 최소 15 %이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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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1  Design Specification of Freon CHF Loop

A. Main Loop

○ Working fluid Freon R-134a

○ Max. operating pressure 4.0 MPa

○ Max. operating temperature 100 
oC 

○ Max. flow rate  35  GPM

B. Equipment          

   ○ Power Supply   70 kW

○ Preheater  25 kW

○ Condenser  40 kW

○ Heat Exchanger 150 kW

○ Pressurizer  23 liters

○ Separator  14 liters

○ Pump

   - Head  90 ft

   - Flow   35 G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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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2  CHF Correlation Ranges for Various Reactor

 Reactor

Type 

CHF Range of the Parameter

NotePressure

(MPa)

Mass Flux

(Mg/m
2
-s)

Subcooling

(kJ/kg)

Quality

(%)

 CANDU  7.12 - 11.74 1.30 - 4.80 100 - 725  1.6 - 38.0 월성 2

 PWR 12.3 - 16.7 1.18 - 4.36 -16 - 20 광 3

 하나로 .106 - .354 -13.3 - -2.9

Table 5.3.3  Calculated Water-to-Freon(R-134a) Scaling Factor  

Design Parameter Water
Freon

R-134a

Scaling

Factor

  Pressure (MPa) 16.7 2.8 6.1

  Mass Flux (Mg/m
2
-s) 4.8 3.4 1.4

  Temperature (
o
C) 374.2 101.2 -

  Heat Flux (MW/s-m
2
) 3.0 0.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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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4 Number of the Experimental Data on the Tube, Annulus 

and Mixing Vane Spacer Grids

기하형태
내경

(mm)

외경

(mm)
길이(m) 실험개수 실험목표

Tube

7.75 - 0.6 ∼2.0 180 기초자료

9.4 - 0.6 ∼2.0 155 기초자료

7.75 - 1.6 ∼2.6 43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

Tube+MV 12 - 0.825 151 우수한 MV 선정

Annulus 9.54 19.4 1.84
127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

102 압력효과조사(임계압포함)

Table 5.3.5  BPN Prediction Results 

BPN 예측

(Katto 결과 기준)

Katto 예측

(BPN 결과 기준)

평균오차 (-) 0.067 -0.057

RMS 오차 (-) 0.105 0.094

최대 오차 (-) 0.357 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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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6  Calculated Water-to-Freon(R-134a) Scaling Factor  

Water CHF Data Source n 평균 RMS 오차

  Zenkevich(same geometry) 43 0.996 0.069

  Groeneveld의 1995 

  look-up table
125 0.903 0.111

  BPN 예측방법 125 1.06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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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Schematic diagram of Freon CHF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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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 Tub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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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3.3. The Effect of Inlet Subcooling on Critic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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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m heated length

L = 1.2m

    (b) 1.2m heated length

Fig. 5.3.4. Exit Quality Distribution on the Experiment 
(9.4m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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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ted length : 0.6m

(b) Heated length : 1.2m

(c) Heated length : 2.0m

Fig. 5.3.5. CHF Trend of the Pressure and Mass Flux 

(7.74m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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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8. Katto's R-134a-to-Water Modeling Results

       (Zenkevich Wat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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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0 kg/m2-s

(b) 4000 kg/m
2-s

Fig. 5.3.9.  Pressure Trend on Fluid-to-Fluid Modeling Results 

     (Water Data: Groenevelds 95 Look-up Table)



- 422 -

      Fig. 5.3.10. Katto's Fluid-to-Fluid Modeling Performance

                 (Water Data: Groenevelds 95 Look-up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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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Data : BP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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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3.12. Fluid-to-Fluid Modeling Trends on Both 

    of the R-12 and the R-134a

        (Groenevelds 95 Look-up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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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 지지격자   (b) 회전유동날개

Fig. 5.3.13. Mixing Vane in th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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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3.14. Trend of the CHF on Exit Quality



- 427 -

20 25 30 35
0

10

20

30

40

50

 25o

 30o

 35o

Inlet Pressure = 1200 kPa
Mass Flux = 1500 kg/m2s

Ef
fic

ie
nc

y 
[%

]

Inlet Temperature [oC]

(a) P= 2.6 MPa, G=750 kg/m2s 

40 45 50 55 60 65 70
0

10

20

30

40

50

 25o

 30o

 35o

Inlet Pressure = 2600 kPa
Mass Flux = 1500 kg/m2s

Ef
fic

ie
nc

y 
[%

]

Inlet Temperature [oC]

(b) P= 2.6 MPa, G=1500 kg/m
2
s 

Fig. 5.3.15. CHF Improvement along to the Angle of the Mixing Vane 



- 428 -

제 4 절 환상관 임계열유속 실험

1. 서론 

  원자로심의 Trip Set-point와 열적여유도는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실험으로 얻어낸다. 국외에서는 1963년에 Barnett가 차원해석

을 통하여 프레온의 임계열유속 값을 물의 임계열유속 치로 변환하는 척

도 법을 발표하면서 프레온 냉매를 통한 임계열유속 실험이 활성화되어,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역에서 물 및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고 특정 역에 적용되는 척도 비를 발표하 다. 유체간 모의모형연구는 크

게 차원해석법과 그래프해석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래프 해석법은 유

체간 모의모형연구 초창기에 적용이 쉬워 연구된 방법으로 물-프레온간의 

도비 및 기하형태가 같을 경우 물 및 프레온의 임계열유속 경향이 유사

하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척도 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Stevens 와 

Kirby가 제안하 다. 차원해석법은 그래프해석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

우나 이상적인 모의를 할 수 있어 Barnett, Andersen과 Pejtersen, 

Ahmad, Katto 등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동안 심도 있게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차원해석법은 계속하여 연구 발전되었으며 수평관 및 핵연료 

다발에까지 확장되었으나 그 연구가 미약하여 아직 단순한 원형관에 대한 

모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에 Hong et. al.은 HFC 계열의 

프레온 R-134a 유체를 이용하여 원형관에서 임계열유속실험을 수행하고 

잘 알려진 Katto와 Amhad의 유체간 모의모형을 평가하 다. 그는 Katto

의 방법이 Ahmad의 방법 보다 잘 예측하고 비교된 유체간 모의모형은 

적용압력이 7∼12 MPa인 가압중수형원자로 조건에서는 비교적 잘 예측되

나, 적용압력이 12∼17 MPa인 가압경수형원자로 조건에서는 오차가 커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온 R-134a를 작동유체

로 내환봉 직경 9.54mm, 외환봉 직경 19.4mm인 환상채널에서 프레온 

R-134a를 사용하여 임계열유속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의 주 목적은 유체

간 모의모형을 검증하는 것으로 KAERI RCS 실험장치
[12] 
환상관 시험대

와 같은 형태로 길이 1.842m의 시험대를 제작하 다. 유체간 모의모형 검

증을 위한 실험조건은 RCS의 물 실험자료로부터 Katto의 유체간 모의모



- 429 -

형을 활용하여 실험조건을 얻어내었다. 실험은 48개의 실험조건을 포함하

는 압력 982∼2660 kPa, 유량 200∼1140 kg/m2-s, 입구과냉도 8∼39 

kJ/kg에서 수행하여 총 229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실험 후 KAERI 

RCS 자료와 비교하고, Katto가 제시한 유체간 모의모형을 적용하여 물의 

임계열유속 값과 비교하여 유체간 모의모형의 예측도를 평가하 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 임계열유속실험을 수행하고 환상관에 대한 압력, 입구과

냉도, 유량, 건도에 대한 임계열유속 경향을 분석하 다.  

2. 실험 장치 

가. 실험 루프

  실험은 3장 4절 1에서 언급한 프레온 R-134a 실험루프에서 수행하 다.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Fig. 5.3.1에 도시하 다. 작동유

체는 HFC 계열의 신 냉매 R-134a (CH2 FCF3) 이며, 실험장치의 최대운

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40 기압, 100 
OC이다. 주요 실험장치는 유체 이

송장비인 펌프와 가열장비인 예열기 및 그밖에 가압기, 시험대, 세퍼레이

터, 컨덴서,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환상관 시험대

  1 1/2“ 직경의 튜브로 구성된 Vessel은 조립이 편리한 스웨즐락 피팅을 

활용하여 제작하 다. 직류전원공급을 받도록 상부에 단자대 역할을 하는 

25mm 두께의 Tie Plate의 중앙에 홈을 내어 외경 9.54mm의  히터를 고

정시키고, 하부는 Blind 플랜지에 오링 홈을 내어 열팽창으로 인한 히터

의 휨을 피하 다 (Fig. 5.4.1-a). 가열봉과 `vessel사이의 전기절연을 목적

으로 테프론 실린더를 길이 10cm 내경 19.4mm로 제작하여 vessel에 삽

입하 다(Fig. 5.4.1-b). 유체의 입․출구에는 테프론실린더의 몸체에 

10mm직경의 구멍 24개를 내어 유체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하 다. 또한 

상부 플래넘에는 7mm 길이의 스프링을 설치하여 테프론의 열팽창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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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도록 하 다. 가열봉은 가열구간과 전기 연결부 그리고 CHF 감지열

전대로 구성되어 있다. 길이 1842mm의 인코넬 601 가열구간 상부는 구리

봉으로 하부로는 두꺼운 구리관으로 연결되어있고, Fig. 5.4.1-c와 같이 가

열구간 상부에 2개의 열전대를 설치하 다. 열전대는 가열구간 끝단 

10mm 및 30mm 하단에 0.5mm 굵기의 K-type으로 인코넬피막이 있어서 

전기적인 노이즈가 차단되었다. 시험대 입구온도 및 출구온도는 T-type 

열전대를 입․출구 노즐 전단 설치하여  측정하고, 시험대 입․출구압력 

및 시험대 압력강하량은 다이아프라암형 압력트랜스미터를 설치하여 측정

하 다. 

3. 실험 및 해석 

가. KAERI RCS 물자료 변환 

  KAERI RCS의 물 실험자료로부터 유체간 모의모형검증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물의 실험조건으로부터 프레온 R-134a 실험조건으로의 변환작업

이 필요하다. 변환방법은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진 Katto의 방법을 사

용하 다. 물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유량, 잠열인자 및 임계열유속인자는 3

장 4.1절의 원형관 변환 방식과 동일하다. 208개의 KAERI RCS실험자료

를 Katto의 유체간 모의모형을 사용하여 변환한 결과 입구온도가 20 C

이상인 48개의 자료만 검증실험에 사용하 다. 제작된 실험장치는 2차측 

냉각유체가 물이므로 입구온도가 20 C이하인 경우 입구조건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환상관 실험 

(1)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실험 

  KAERI RCS 실험장치의 환상관 시험대와 같은 형태로 가열길이 

1.842m의 시험대를 제작하고,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을 위한 48개의 실험

을 다음과 같은 실험 범위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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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990  ∼ 2670 kPa,

유량  143  ∼ 600 (1140) kg/m2-s,

입구과냉도   7.9   ∼ 39.0 kJ/kg,

실험 조건 설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입구온도 ±0.7 C 이내

입구압력 ±20 kPa 이내

유량 ±1% 이내

이와 더불어 Parametric 경향을 보기 위하여 유량을 1140 kg/m
2
-s까지 확

장하여 79개의 임계열유속 실험자료 추가하고 총 127개의 실험자료를 생

산하 다(Table 5.4.1). 

(2) 압력효과 실험 

  임계압력까지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압력에 대한 임계열유속의 경향분석

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와 더불어 Parametric 경향을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102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Table 5.4.1).

압력  650  ∼ 4100 kPa,

유량  500  ∼ 1500 kg/m
2
-s,

다. 실험변수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경향

  생산된 총 229개의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각 실험변수에 대한 임계열유

속의 경향을 조사하 다. 입구 미포화도 및 압력에 따른 프레온 임계열유

속의 경향을 Fig. 5.4.2 및 Fig. 5.4.3에 도시하 다. 물 실험 결과와 마찬가

지로, Fig. 5.4.2는 유량이 일정할 때 입구 과냉도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선

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

구 과냉도의 향이 커졌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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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다 압력이 2500 근처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Fig. 

5.4.2). 물의 경우 고압 역에서 피크 점이 형성되나 프레온 실험에서는 발

견되지 않았다. 저압의 피크는 형성점이 100 kPa근처로 예상되나 프레온 

실험가능 역을 벗어나 저압피크 역은 확인하지 못하 다. 출구건도의 

분포를 나타낸 Fig. 5.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냉 역에서 부터 임계건도 

25% 근처까지 임계열유속이 높은 역에 넓게 분포되나 25% 이후부터는 

임계열유속이 낮은 역에 좁게 분포되는 경향을 보 다. 임계건도 25%근

처에서 임계열유속이 분기되는 것은 물 실험자료와도 잘 일치된다

(Doerffer et. al.). 원형관의 경우 10%근처에서 분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4.4는 량에 대한 임계

열유속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유량이 증가할 수 록 임계열유속은 완만

하게 증가하고 유량이 높을수록 압력에 대한 향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라. 환상관에 대한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 

  48개의 프레온 R-134a 실험자료를 KAERI RCS 물의 임계열유속 자료

와 비교하도록 다시 Katto의 유체간 모의모형을 사용하여 물자료로 변환

하 다. 유량과 입구과냉도 효과를 Fig. 5.4.5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과대예측하고 유량이 증가하거나 입구과냉도가 증가할수록 물의 임계열유

속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Fig. 5.4.5-a의 압력이 9900kPa인 

경우보다 큰, 압력이 15000kPa인 (Fig. 5.4.5-b)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

다. 임계건도 관점에서는 Fig. 5.4.6과 같이 임계건도가 작아질수록 물의 

임계열유속에 근접함을 보여주고 있다. 원형관의 경우 모의모형이 잘 맞

는 것에 비하여 환상관에 대하여는 예상외로 과대예측 하 고 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즉, KAERI RCS 실험조건에서 선택한 48개의 실험 자료

의 평균은 23% 과대예측하고 표준편차는 9.3%나 되었다(Fig. 5.4.7). 

KAERI RCS 자료는 유량이 매우 적은 조건(650 kg/m
2-s 이하)에서 얻어

진 실험자료이며, 유량이 증가할수록 물의 임계열유속 값에 근접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어 모의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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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관보다는 예측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앞으로 유량이 원자로조

건 이상까지 확장된 조건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 

4. 결론 

  내환봉 직경 9.54mm, 외환봉 직경 19.4mm인 환상채널에서 프레온 

R-134a를 사용하여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물-프레온 유체간 

모의모형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프레온 R-134a의 임계열유속 예측경향은 입구과냉도, 유량, 

임계건도에 대하여 물의 경향과 전적으로 일치됨을 확인하 다.

  ○ 압력에 대한 임계열유속의 경향은 중압 구간에서는 물의 경향과 

일치되나 고압 역에서 물의 실험에서 발생하는 피크가 프레온 

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48개의 KAERI RCS 물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유체간 모의모형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압력, 유량, 입구과냉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실험자료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 으나 전체적으로 23% 과대예측하고 

표준편차가 9.3%로 크게 나타났다. 

  ○ KAERI RCS 비교자료는 유량이 매우 적은 조건(650 kg/m
2-s 

이하)에서 얻어진 실험자료이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물의 임계열유속 

값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체간 모의모형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유량이 높은 역에서의 비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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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1 Number of the Experimental Data on the Annulus Channel

기하형태
내경

(mm)

외경

(mm)
길이(m) 실험개수 실험목표

환상관 9.54 19.4 1.84

127 유체간 모의모형 검증

102 압력효과조사(임계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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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1. Annulus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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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LFD 발생기구 모델 개발 

1. 서론

  환상류(Annular Flow)는 증발기나 비등경수로에서 흔히 발생되는 유동

양식이다. 위와 같은 시스템의 주요설계요소는 운전 중에 히터나 연료가 

녹지 않도록 가열면의 열유속을 제한 값 이하에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도

록 운전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설계 방식은 운전 역을 포함하는 

비교적 좁은 역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고 얻은 경험상관식을 활

용하여 운전제한조건을 설계하고 있다. 근래에는 경험상관식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운전 역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

는 현상학적인 접근방식도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환상유동 역에

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임계 열유속기구(CHF Mechanism)는 가열표

면에 있는 액막이 건조(Liquid Film Dryout)되어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는 

것이다. 액막건조기구는 유동상류 쪽의 열수력적 상태인 입구과냉도, 유속, 

압력, 열유속, 기공률, 환상류 시작점 및 가열길이 등에 의해 결정되는 액

막에서의 액적의 점착, 액적의 이탈, 액막의 증발 등이 하류로 진행하면서 

액막의 두께를 감소시키고 결국 액막유동이 소멸되어 가열면의 온도가 상

승한다는 것이다. 초창기 현상학적인 액막건조모델(LFD Model) 연구자는 

Vanderwater, Isbin, and Isbin et al. 등으로 액막에서 액적이탈, 점착, 증

발의 누적균형 (Integral Balance) 모델을 제시하 다. 이 후 Harwell연구

소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수행한 광범위한 환상유동 연구결과

를 토대로 Whalley가 보다 개선된 액막건조모델을 발표하 다. 근래의 연

구는 선행연구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상태에서 보조관계식을 보다 정교하

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단순한 원형관에서 

탈피하여 환상관과, 봉다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인 적용환경이 

확장되었다. 선행된 액막건조모델들은 연구가 진행 될수록 잘 개선된 결과

를 보여주었으나, 모두가 환상류 시작점을 현상학적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경험상수를 사용하 다. Whalley는 환상류 시작점의 건도를 1%로 두고, 

Levy는 환상류 시작점의 기공률을 80%, Katto(1984)는 60%로 가정하

다. 실제로 환상류 시작점은 열수력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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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건도-기체의 겉보기속도 관계식을 보면, 

G

j
x gg

an

ρ
=

(5.5.1)

건도는 기체의 겉보기속도, 기체의 도, 유량의 함수이다. 기공률은 건도

-기공률 관계식으로부터 건도의 함수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양

식지도에 있는 처언류-환상류 천이관계식으로부터 기체의 겉보기속도를 

얻어내고 (5.5.1)식의 건도-겉보기속도관계식을 활용하여 환상류 시작점의 

기공률을 현상학적으로 모델링 하 다. 덧붙여서 원형관의 처언류-환상류 

천이관계식에 대한 민감도 조사를 수행하고, 환상채널에서 액적의 점착 및 

이탈량은 내환봉 및 외환봉의 액적접촉 면적 비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도

입하여 환상관 모델링을 수행하 다. 각 모델은 광범위하게 수행된 임계열

유속 실험자료와 비교하고 예측성능을 평가하 다. 

2. 액막건조모델링

가. 원형관 모델. 

(1) 지배방정식 

  액막건조모델에서는 원형관의 벽을 따라 흐르는 액막, 관 중심부의 증

기, 증기에 유입되어 함께 흐르는 액적을 포함한 3가지의 유체유동을 고려

한다(Fig. 5.5.1, 5.5.2). 미소 제어체적 내의 액막, 증기 및 액적에 대한 질

량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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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액막유동은 액적의 이탈, 점착 그리고 액막의 증발에 의해 결정되고, 액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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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0이 될 때 CHF(혹은Dryout) 발생조건이 된다.

(2) 주요가정 

  원형관 액막건조모델의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다.

○ 미소 제어체적 내 액막의 두께는 일정하다.

○ 축방향 위치에서 압력도 단면에 걸쳐 일정하다. 

○ 압력변화에 따른 상변화(Flashing)는 무시한다.

○ 액막두께가 임계값( δ c)에 이르면 액적이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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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관계식

  액적들이 액막에 부딪쳐 액막유동을 증가시키는 액적의 점착률은 기체

의 흐름에 포함된 액적의 집도 C와 물질전달속도 k에 비례한다. 즉,

kCD =   (5.5.6)

여기서, 기체의 흐름에 포함된 액적의 집도 C  는 유량과 건도의 함수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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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전달속도 k는 유체의 표면장력의 함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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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증기속도에 의해 액막으로부터 떨어져나

가는 액적의 이탈률은 수력적 평형상태에서 형성된 액적의 집도와 관련

이 깊다.



- 444 -

eqkCE =    (5.5.9)

여기서Ceq는 가열이 배제된 수력적 평형상태에서 액적의 집도로 가열로 

형성된 비 평형상태에서의 집도 C와 구분되며, 수력적 평형상태에서의 

건도 xhe의 함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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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y는 수력적평형상태에서의 건도 xhe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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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는 액적이탈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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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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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는 계면마찰계수로 Hewitt-Whalley가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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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조건 

환상류 시작점에서의 기공률

  증기의 겉보기속도는 유동양식지도에서 볼 수 있는 제안한 처언류-환상

류 천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처언류-환상류 천이에 관한 Taitel et 

al.의 식을 보면 환상류 시작점에서 증기의 겉보기속도는 다음과 같이 압

력과 표면장력의 함수로 간단히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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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얻어진 증기의 겉보기속도를 (1)식에 대입하여 건도 anx 를 구

하고, 아래의 기공률-건도 관계식으로부터 기공률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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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j와 Co는 기체의 드리프트속도와 분포인자로 Dix모델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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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류 시작점의 액막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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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류 시작점

  에너지보존식으로부터 환상류 시작점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 )infefgan hhxh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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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적 평형건도 x e는 Levy(1966)가 제안한 profile-fit-model에 식 (1)

에서 얻은 건도를 대입하고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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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ed는 기포이탈지점의 건도이다.  기포이탈지점의 엔탈피 h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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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열전달 계수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4.08.0 PrRe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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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Q는 무차원 항으로 다음의 관계식으로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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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상관 모델. 

(1) 지배방정식 

  내환봉이 가열봉인 환상관(Fig. 5.5.3)은 내환봉의 액막유동과 외환봉의 

액막유동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배방정식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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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봉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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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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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3)

환상채널을 가열등가직경으로 Lumping하고 증기유동 및 액적유동 지배방

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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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5.24), (5.5.25)식은 내환봉 및 외환봉의 액막유량 식 (5.5.22), 

(5.5.23)와 액적접촉의 면적비로 연계되어 질량균형을 이룬다.

(2) 주요가정

  환상관 모델의 주요 가정은 앞에서 논의된 원형관모델의 가정에 다음 

항이 추가된다.

○ 내부액막과 외부액막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액적의 점착 및 

이탈량은 내환봉과 외환봉의 액적접촉면적에 비례한다.

○ 환상류 시작점에서 다음과 같이 초기 액막두께와 관직경의 

비는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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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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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여기서 δ ii,δ oi는 내벽 및 외벽의 초기액막두께를 각각 나타낸다.

(3) 보조 관계식

  내환봉 및 외환봉의 액막에서 액적의 점착률은,

oinkCD nn ,, =Λ=
(5.5.27)

여기서 Λn은 액적의 접촉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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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액적의 농도로 환상채널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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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의 이탈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oinkCE neqn ,, =Λ=
(5.5.30)

수력적 평형상태의 액적의 농도는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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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되는 액적의 점착률과 이탈률은 환상채널의 가열등가직경을 대

입하여 얻어진다. 즉 환상채널을 원형채널로 Lumping하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가열등가직경을 대입하여 원형관모델에서 언급한 식 

(5.5.12)의 삼각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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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ping으로 새롭게 정의된 Yf는 2차 항을 무시하면 다음과 같이 유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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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조건

처언류-환상류 천이식 

  흥미롭게도 Venkateswararo가 수행한 봉다발의 유동양식지도 연구에 

의하면 처언류-환상류 천이에 원형관모델인 Taitel et al.의 식(5.5.15)을 

봉다발에 적용하고 있다. 환상관에 대한 처언류-환상류 천이에 관한 유동

양식지도가 발표되지 않아  Taitel et al.의 식을 환상관 모델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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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상류 시작점의 액막두께

  2차 항을 무시하면 ( δ2oi≈0) 내부 및 외부 벽면에서의 초기액막두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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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기액막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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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 분석 

가. 원형관 모델

(1) 처언류-환상류 천이모델의 민감도 

  유동양식지도의 처언류-환상류 천이식 중에서 수식적으로 계산 가능한 

Taitel et al., Wallis, McQuillan-Whalley, Jones-Zuber 모델을 비교하

다. Table 5.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Jones-Zuber모델을 제외하고 선행된 

액막건조모델보다 예측치가 개선되었으며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임계열유

속을 예측하고 있다(Fig. 5.5.4). Jones-Zuber모델의 기체겉보기속도는 타 

모델보다 10배 가량 크게 예측하 다. 이것은 기공률이 매우 큰 역에 적

용할 수 있는 식으로 액막건조 모델의 수렴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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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계열유속 변수에 대한 예측 경향 

  건도가 높은 역에서 모델의 예측 경향은 실험치보다 약간 낮게 예측

하나 낮은 건도 역에서는 매우 잘 맞추고 있다(Fig. 5.5.5). 선행된 모델

의 경우 건도가 비교적 낮은 곳은 수렴하지 않고 계산 역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개선된 모델은 정확히 예측해내고 있다. Fig. 5.5.6은 실험치 대 예

측치 비를 압력, 입구과냉도, 출구건도, 유량, 직경, 길이/직경 비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열구간입구에서 유체의 과냉도가 포화도에 가까

워질수록 예측의 불확실도가 선형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기포가 과냉 상태에서 발생한 후 하류로 가면서 형성된 기포류가 유연하

게 슬러그류, 천류, 환상류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유체가 입구

를 통과한지 얼마 안되어 급격히 환상류가 형성된다(Fig. 5.5.2). 그러나 

제시된 액막건조모델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환상류모델을 사용하므로 입

구과냉도가 포화도에 가까워질수록 예측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저 건도나 저 기공률 상태일지라도 유량이 커지면 기포융합이 증대되어 

유동양식 천이가 일어난다. 또한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도비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건도와 기공률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

로 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유량이 크면 환상류 시작점의 기공률이 상당히 

작아질 수 있다. 제안된 액막건조모델의 환상류 시작점의 기공률은 0.20부

터 0.85까지 넓게 계산되었다(Fig. 5.5.7).

(3) 제안모델의 성능 평가

  원형관 CHF 실험자료는 Zenkevich, Thomson-Macbeth 등의 자료를 포

함하는 KAIST의 CHF 데이터뱅크에서 3968개의 실험자료를 수집하 다. 

원형관에 대한 모델의 성능평가 결과 3968개 자료 중 3883개가 수렴되었

으며, 자료의 정규화된 평균은 0.97, RMS오차는 0.113이었다(Fig. 5.5.8). 

선행된 모델과 비교한 Table 5.5.1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모델은 선행

된 모델보다 수렴도가 높고 평균 및 오차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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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상관 모델

(1) 기존 모델과 제안모델 비교 

  Fig. 5.5.9에 질량유량에 대하여 제안한 환상관 모델과 Levy 및 Katto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하 다. 환상채널을 가열등가직경으로 두고 계산한 

Levy 모델은 유량이 600 kg/m2-s 이하에서 오차가 매우 심하고 대부분 

과대 예측하 다(Fig. 5.5.9-a). Katto 모델은 질량유량이600 kg/m
2-s 이상

에서 매우 잘 예측하나 그 이하에서는 예측오차가 커졌다(Fig. 5.5.9-b). 

반면에 액적접촉비 가정으로 지배방정식을 내부액막 및 외부액막으로 분

리하여 설정한 제안모델의 경우 저 유량에서 오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Fig. 5.5.9-d). Fig. 5.5.9-c는 환상류 시작점에서 기공률을 

60%로 가정하고 환상채널의 cold wall을 고려하여 지배방정식을 세우고 

해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저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량이 낮은 역

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모델은 환상류 시작점

에서 기공률을 실제 물리현상과 일치하도록 모델링 하 다. 제안한 모델이 

유량에 따라 전체적으로 잘 예측한다는 것은 드라이아웃 예측에 환상류 

시작점에서의 기공률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임계열유속 변수에 대한 예측 경향 

  Fig. 5.5.10에 압력, 길이/직경 비, 임계건도, 유량에 대한 환상관 모델의 

예측 경향을 나타내었다. 압력과 길이/직경 비에 따른 예측 경향은 전체적

으로 양호하 다(Fig. 5.5.10-a, b). 임계건도 작은 역에서는 과대 예측하

고 큰 역에서는 저 평가하 다. 유량에 대해서는 건도와 반대로 예측하

는 양상을 보 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임계건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으므

로 이러한 경향은 서로 당연한 결과이다. 유량과 건도의 예측 경향으로부

터 환상관 모델이 아직 완벽한 모델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액

적의 점착과 이탈에 대한 상관식이 아직은 부정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 453 -

(3) 제안모델의 성능 평가

  환상관에 대한 Chun, Janssen & Kervinen 및 Becker et al.의 CHF 실

험자료(물) 595개를 수집하고, 환상관에 대한 모델의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실험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 실험자료

hedL /      60 ∼ 180 

Exit quality >  0.1

Flow rate 180 ∼  3300  kg / m2-s

Pressure  0.55 ∼ 15    MPa

계산결과 593개가 수렴하 으며, 원형관 모델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진 정

규화된 평균 0.96, RMS오차 0.119를 얻었다(Fig. 5.5.11). 제안된 모델이 

일반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레온 R-12에 대한 CHF 실험자료

를 모으고 평가작업을 수행하 다. Ilic(1974)이 실험한 135개의 CHF 실험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프레온 R-12 실험자료

    hedL /  78  ∼  155

Exit quality     >  0.1

Flow rate 674  ∼ 2855 kg / m2-s   

Pressure 0.83  ∼ 1.65  MPa

계산결과 물의 실험자료보다 성능이 떨어진 정규화된 평균 0.98, RMS 오

차 0.18을 얻었다(Fig. 5.5.12). 물의 실험자료보다 성능이 떨어진 이유는 

보조관계식으로 이용되는 상관식들이 모두 물에 대한 것으로 프레온 r-12 

경우에 이로 인한 오차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균왜곡은 물

의 경우(4%왜곡) 보다 적은 결과(2%왜곡)를 보이고 있고 오차도 일반 

CHF 상관식의 범위 안에 들어와 제안한 환상관 모델이 다양한 유체에 적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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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유동양식지도에 있는 처언류-환상류 천이관계식을 활용하여 현상학적인 

액막건조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된 모델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된 

임계열유속실험자료를 활용하여 예측성능을 평가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 처언류-환상류 천이관계식을 활용하여 지배방정식의 초기조건을 실

제 물리현상과 동일하게 모델링 하 을 때 액막건조모델의 임계열유속 예

측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적용환경도 저건도 역까지 확장되었다. 

  ○ Taitel et al.의 처언류-환상류 천이관계식을 액막건조모델에 적용할 

때 다른 관계식보다 원형관 및 환상관 채널 해석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주었다.

  ○ 제안된 액막건조모델은 비교적 정확히 임계열유속을 예측하나 전체

적으로 평균이 원형관은 3%, 환상관은 4% 저 평가된 결과를 주었다. 이

는 제안된 모델에 더욱 개선된 보조관계식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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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1  Prediction Results of the LFD Models for the Tube 
Channel

모델 개수 평균
RMS 

오차
환상류 시작점 note

Whalley 3968 1.150 0.255 anx = 0.1

Levy 1763 1.064 0.188 anα = 0.8

Katto 3205 1.038 0.135 anα = 0.6

Present 3883 0.970 0.1127 [ ] 4/12/)(1.3 ggfg gj ρρρσ −= Taitel et al.

3887 0.970 0.1132 [ ] 2/1
/)(9.0 ggfg gdj ρρρ −= Wallis

3886 0.971 0.1129 [ ] 2/1
/)(0.1 ggfg gdj ρρρ −=

McQuillan-

Whalley 

80 0.978 0.062
[ ]

[ ] 5.0

5.0

/)(

35.0)/(225.0

ggf

gff

gd

j

ρρρ

ρρ

−×

−=
Jones-Z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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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1. Control volume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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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et Subcooling Decrease

Fig. 5.5.2. Tub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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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3. Annulu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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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5.4. Vapor superficial velocity at the onset of annular flow 

(Tub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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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5.5. CHF prediction trend along to the exit quality

(Tub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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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5.6. The prediction trend of the present model for pressure, 

inlet subcooling, exit quality, diameter and

length-to-diameter ratio (Tub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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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 On pressure 

an

     (b) On mass flux 

Fig. 5.5.7. Void fraction at the onset of annular flow location

(Tub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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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8. Predicted vs. measured critical heat flux 

(Tub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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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α

     (a) Levy model (b) Katto model

α

     (c) Annular modeling (d) Present model

    (aan  = 0.6)

Fig. 5.5.9. Predicted-to-measured CHF on the Levy, Katto and 

presented models (annulu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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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ssure     (b) L/Dhe

    (c) Exit quality           (d) Mass flux 

Fig. 5.5.10.  Prediction trend of annulus model for pressure, 

L/Dhe, exit quality an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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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11.  Predicted vs. measured critical heat flux 

(Water, annulus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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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12. Predicted vs. measured critical heat flux  

   (Freon R-12, annulus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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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1. 원형관 실험 

  실험결과 프레온 R-134a의 임계열유속 거동은 물과 그 경향이 유사하

게 나타났다. 실제 물자료인 Zenkevich와 비교하는 것이 BPN 예측으로 

얻어낸 물자료나, Groeneveld의 1995 look-up table의 물자료보다 훨씬 신

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체간 모의모형은 Katto의 방법이 Ahmad

의 방법 보다 잘 예측하고 있으며, 모의유체 관점에서는 R-12와 R-134a 

유체만을 비교하 을 때 넓은 역에 대해서는 R-134a 유체가 적절하

으나 증기의 건도가 높은(0.2∼0.46) 제한된 역에서는 R-12 유체가 

R-134a 유체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 다. 

2. 혼합날개 실험

  임계열유속은 조사된 범위 내에서 회전유동날개가 있는 경우 회전유동

날개가 없는 경우보다 항상 높게 나온다. 회전유동날개는 출구건도가 과냉 

조건보다 낮은 건도 조건에서 임계열유속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회전유동날개의 각도는 대부분의 시험결과에서 35°일 때 최고치를 

보 는데, PWR의 정상운전 부근에 해당하는 냉매의 조건인 압력 2.6 

MPa와 질량유속 1500 kg/m
2s에서 출력증가가 최소 15 %이상 되었다.

3. 환상관 실험

  프레온 R-134a의 임계열유속 예측경향은 입구과냉도, 유량, 임계건도에 

대하여 물의 경향과 전적으로 일치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압력에 대한 

임계열유속의 경향은 중압 구간에서는 물의 경향과 일치되나 고압 역에

서 물의 실험에서 발생하는 피크가 프레온 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48개의 KAERI RCS 물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유체간 모의모형의 정확도

를 비교한 결과 압력, 유량, 입구과냉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실험자료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 으나 전체적으로 과대예측하고 표준편차가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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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4. LFD 발생기구 모델개발 

  액막건조모델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된 임계열유속실험자료를 

활용하여 예측성능을 평가하 으며, 처언류-환상류 천이관계식을 활용하

여 지배방정식의 초기조건을 실제 물리현상과 동일하게 모델링 하 을 때 

액막건조모델의 임계열유속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Taitel et al.의 

처언류-환상류 천이관계식을 액막건조모델에 적용할 때 다른 관계식보다 

원형관 및 환상관 채널 해석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주었다. 또한 제안된 

액막건조모델은 비교적 정확히 임계열유속을 예측하나 전체적으로 평균이 

원형관은 3%, 환상관은 4% 저 평가된 결과를 주었다. 

5.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프레온 유체의 역할은 핵연료를 최적화하는 단계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후보핵연료 중에서 우수핵연

료를 선별하는데 5X5 혹은 6X6의 봉다발급 프레온 실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핵연료 개발의 대부분의 노력은 핵연료를 최적화하는 단계에 집

중되어있다. 따라서 프레온 실험장치는 핵연료 개발 환경에 꼭 필요한 실

험장치이며 더 나아가, 

○ SLB 사고시 임계열유속 실험연구, 

○ 부수로 열전달 연구, 

○ 초임계원자로의 열수력현상 연구 

○ 봉다발의 유체간 모의모형연구 

○ 핵연료 성능 비교 

등의 연구를 제 2단계에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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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

제 1 절 서 론

  본 과제에서는 광측정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유동거동 측정기법

이 개발되었다. 또한 울트라소닉을 이용한 2상유동 측정기술 및 LDV, 

PIV를 이용한 국소유동 측정기술이 개발되었다. 본 과제를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첨단 측정기술들은 2상유동 측정 및 해석, 비등 열전달 연구에 적

용되며, 개발된 측정기술은 다음과 같다.

- Laser Raman 온도측정기술

- 전반사 기법을 이용한 비등위기 측정기술

- High Heat Flux 비등가시화 실험

- 울트라소닉 센서를 이용한 2상유동 측정기술

- 이상유동 정 측정기술

- LDV, PIV를 이용한 국소유동 측정기술

제 2 절 Laser Raman 측정기술 개발

1. 서  론

  Raman 산란(scattering)을 이용한 유체온도 측정기술은 최근 들어 

LDV(Laser Doppler Velocimetry) 등 Laser 광학을 이용한 열 유체 측정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첨단 계측기술의 한 

분야이다.[조석 외, 1998] 유체의 유동내의 온도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

은 열전대(thermo-couple)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유

체의 유동 내에 측정기기의 탐침(Probe)을 삽입해야 하므로 유동에 방해

(disturbance)를 주게 되어 구조적 오차(systemic error)가 생기게 되며, 탐

침 자체의 크기에 의해 국부적으로 미세하게 변화하는 역에서는 충분한 

분해능(resolution)을 갖기가 어렵다. 이외에 비접촉식 광학적 방법으로 

Mach Zehnder Interferometer나 Liquid Crystal등을 이용하는 기술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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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유동 내부가 아닌 유동장 안에 있는 물체의 표면에서의 열전달량을 

측정하게 되고, 측정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화상처리기술 등이 

필요하게 되며 공간적인 분해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비해 Laser를 이용한 광학적인 측정기술은 유체에 측정 기기의 탐

침을 삽입하지 않고 비접촉(non-intrusive)식으로 유체의 열유체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렌즈의 초점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므로 

공간적으로 충분히 높은 분해능(resolution)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국부적

으로 미세하게 변화하는 역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광섬유를 

이용할 경우 측정장치의 이송이 매우 편리하므로 투명한 창만 있으면 복

잡한 구조 내에서의 측정도 가능하다. 특히 광학적인 방법이므로 액체상과 

기체상의 신호를 동시에 받은 후에 서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를 분리해 

낼 수 있으므로 액체상과 기체상의 이상유동(two phase flow)에 대한 동

시측정이 가능하다.[P. R. Carey, 1992]

  이러한 Raman 산란을 이용한 온도측정 기술은 열경계층(thermal 

boundary layer)이나 임계열유속(CHF : Critical Heat Flux)조건, 혹은 국

부적인 Hot spot등의 정 측정기술이 필요한 역이나, Micro channel등

의 미세 측정기술이 필요한 역, 그리고 이상유동등의 측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Raman 산란을 이용한 기술은 주로 연소의 진단해석에서 기체상

(gas phase)에 대해 CARS(Coherent Anti-stokes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연소과정중의 반응화학종들의 농도변화와 절대값, 그리고 공간적

인 분포, 온도변화, 온도 요동치의 통계값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활용

되고 있으며[S. P. Kearney 외, 1997], 고체상(solid phase)에 대해서는 분

자구조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밝혀내고 물질의 구성요소를 찾는데 활발

하게 활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액체상인 경우는 기체상인 경우와 달리 분자결합의 조 성에 의

해 신호강도는 훨씬 크지만 분자결합상태가 주변 분자의 향을 받게 된

다. 따라서 Raman 산란의 스펙트럼에 단일극대(single peak)가 존재하지 

않고 넓은 대역(band)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 그 해석이 난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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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등으로 Raman 산란을 액체상에 적용한 예는 극히 드물고 적

용기술도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aman 산란을 이용한 유체온도측정기술을 개발하

다. 유체의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Raman 산란 스펙트럼의 특성과 형상

의 변화를 여러 온도민감인자(QFP ; Quick Fit Parameter)들로 표현하여 

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온도측정기술을 정립하 다. 측정체적을 최소

화하고 광섬유를 이용하여 측정장치의 이송을 원활하게 하 다. 이와 아울

러 CCD camera에서 받아들인 신호에서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사용하여 noise와 배경의 향(background effect)을 제거하여 온도측정의 

정확성을 높 다.

2. Raman 산란 이론

가. Raman 산란

  분자에 일정주파수를 갖는 Laser가 조사될 때, 분자의 특성에 따라 특

정파장의 빛을 탄성(elastic) 또는 비탄성(inelastic)적으로 산란(scattering)

하게 된다. 이때 탄성산란을 Rayleigh 산란이라 하고, 비탄성산란을 

Raman 산란이라고 한다. 따라서 Rayleigh 산란은 산란과정 중 입사된 파

장이 변화를 겪지 않고 산란하지만, Raman 산란은 입사된 빛의 파장이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는 입사된 빛의 에너지의 변화를 의미한다. 산란과

정 중 발생한 에너지의 차이량은 분자에 남아 분자간의 진동이나 회전에 

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분자에 어떤 주파수를 갖는 laser가 조

사될 때 분자의 유도전기 쌍극자(induced electric dipole)를 발생시키는데, 

분자의 고유한 진동 및 회전운동과 유도전기 쌍극자가 결합하는 경우 분

자의 진동이나 회전주파수에 의해 산란광의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

다. 여기서 산란광의 파장이 조사된 laser의 파장보다 큰 경우 이를 

Stokes Raman 산란이라고 부르고, 파장이 짧아진 경우를 Anti-Stokes 

Raman 산란이라고 한다.

    LDV와 PIV등은 액적(droplet)이나 미세 입자로부터의 탄성산란

(elastic scattering)인 Mie 산란을 이용하여 미세체적이나 속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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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와 달리 Raman 산란은 액적이 아닌 분자단위의 

비탄성 산란(inelastic scattering)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그림 6.2.1의 평행선은 산란분자의 진동과 회전에 관계된 에너지 준위

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주파수 변동분은 분자의 진동과 회전에너지의 

차이와 비례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파수 변동분을 해석함으로서 분자구조

의 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원분자의 Raman 산란, 이원자 분자의 고

전 분광이론 및 Partial Concentration Theory 등의 잣자세한 Raman 산란

이론은 지난 보고서[안정수 외, 1999]에 기술되어있다.

나. 물분자의 Raman Spectrum의 특성

  액상인 물분자에 대한 라만 산란특성은 이원자 분자에 의한 이론과는 

다른 특이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 중에 몇몇은 온도에 의존적인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6.2.2는 상온에서 액상인 물과 고체상인 황(sulfur)에 대한 

Stokes Raman 산란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으로 가로축은 산란광의 

파장(wave length)을 nm로 표시하 고 세로축은 강도(Intensity)를 

Cts(Counts)로 나타내었으며 입사광의 파장은 488nm이다. 

고체상인 황인 경우 기존의 Raman 이론에서처럼 여러 연결구조의 고유 

진동수에 대한 Raman shift가 매우 명확히 일어나며 회전에 의한 진동이 

작으므로 vibration band가 1 nm미만으로 매우 작아 단일 Peak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분자의 고유진동수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해석이 용이

하게 되어 분자구조특성연구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액체상인 물은 비록 분자결합의 조 성에 의해 신호강도가 훨

씬 크지만 분자결합상태가 주변 분자의 향을 받게 되어 vibration band

가 수십 nm정도로 넓은 역에 걸쳐 나타나며 여러 신호가 중첩되어있어 

Peak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해석이 난해해 지게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Raman shift는 주로 여러 가지 진동에 의해 일어나

고 회전의 향이 합해져 일어나게 된다. 그림 6.2.3은 물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진동형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물분자는 H-O-H 구조의 굽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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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진동( δ-bend vibration)과 H-O bond의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인 수

축에 의한 진동( ν s-stretching or νa-stretching vibration)등이 있으며 이

러한 여러 진동형태에 회전(rotation)운동이 합해져서 Raman Spectrum을 

이루게 된다[2]. 이를 그림 6.2.2와 비교해 보면 H-O-H 굽힘에 의한 진동

과 H-O bond의 수축에 의한 진동의 spectrum이 넓은 대역(band)에서 나

타나게 되나 둘 중에 H-O stretching이 더 크고 뚜렷하며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주로 이를 분석에 이용하게 된다.  Walrafen[M. R. 

Walafen] 외, 1986]은 물에 대한 실험에서 H-O 수축(stretching)의 특성 

스펙트럼이 570∼600nm 사이에서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을 지적하

는데 그는 이러한 현상이 물분자끼리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중합체

(polymer)와 그렇지 않은 단량체(monomer)사이의 온도에 따른 평평 상태

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낮은 온도에서는 대부분 수소결합

을 하고 있는 중합체로 존재하던 물분자들이 온도의 증가에 따라 수소결

합이 끊어져서 단량체로 변화하게 된다. 단량체와 중합체의 H-O-H 굽힘

에 대한 특성 스펙트럼은 약간 변화된(shift)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러한 현상 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2.4는 물분자에 대한 중합체와 

단량체를 나타내고 있다.

Karl[J. Karl, 1997]은 앞절에서 설명한 partial concentration 이론을 도입

하여 이러한 현상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입사되는 레

이저의 출력이 일정할 때 Raman 산란의 스펙트럼에서 배경의 향

(background effect)을 제거한다면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

(isobaric point)을 지나게 되므로 이를 기준 파장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된

다. 그에 의하면 기준 파장은 583.5nm 이다. 그림 6.2.5는 온도에 따른 

Raman 산란의 스펙트럼을 여러 온도에 따라 그린 것으로 기준파장인 

583.5nm의 강도를 기준으로 무차원화 하 다. 이를 일정한 기준온도에서

의 스펙트럼과의 차를 나타내 보면 온도의 향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

다. 그림 6.2.6은 각각 온도에 따른 여러 Raman 산란의 스펙트럼을 여과

(filtering)한 결과와 기준온도인 30℃의 스펙트럼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데 온도의 증가에 따라 577.6nm에서는 값이 감소하고 589.4nm 에서는 값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Karl에 의하면 577.6nm와 589.4nm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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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polymer)와 단량체(monomer)의 위치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온도의 상승에 따라 중합체가 줄고 단량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용하면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여 온도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

3. 계측 시스템

  그림 6.2.7에 본 연구에 사용된 시스템의 개략도를 표시하 으며 그림 

6.2.8에 시스템의 전경을 보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argon ion laser를 사용하는 광원부와 Raman 산란 스펙트럼

을 받아들이는 검출부,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분광기와 파장대별로 신호를 

얻는 광계측장치,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반사경과 광섬유, 움직임을 조

절하는 controller와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절에서는 이들 각 부분

의 구성과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레이저 광원과 냉각장치

  Table 6.2.1에 증폭매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laser source를 보여

주고 있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는 INNOVA 

90C-5(Coherent Inc.)로서 광원을 argon ion laser로서 파장수는 488nm 

Blue의 mono line을 사용하 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gon ion 

laser는 증폭매체로 gas를 사용하기 때문에 Pulse형인 다른 종류보다 출력

에서는 떨어지지만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6.2.9에 

사용된 레이저 장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와 같이 크게 레이저 발생기, 

전원공급장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연속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레이

저와 전원공급장치를 식혀줄 냉각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냉각능력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증류수를 폐쇄회로(closed loop)

에서 순환시키며 이를 흐르는 물이 냉각시키는 물대물 냉각장치를 이용하

다.

레이저 발생장치의 mode는 single-line, single frequency로 선택된 단일한 

파장의 빛만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488nm를 사용하 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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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laser beam의 반경방향 강도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들기 위해 그림 

6.2.10에서 보는 것과 같은 Intracavity형태의 Aperture를 사용하 으며 직

경은 0.0860(in)이다. 위와 같은 mode를 선택할 경우의 레이저의 성능은 

최고 45Amps, 0.75Watt 정도의 출력을 보이게 된다[Jobin-Yvon Optical 

systems instrument SA, manual]. 

나. 측정 probe 및 광섬유

  레이저 발생기에서 나온 레이저는 측정 probe로 들어가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광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측정위치로 이송이 간편하고 측

정체적(measurement volume)을 최소화 할 수 있는 super head를 이용하

여 계측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거시적으로 덩어리(lump)로서의 성질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acro chamber와 반사경을 이용하면 더욱 큰 신호

를 얻을 수 있지만 chamber안에 넣을 수 있는 장치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고 온도장(Temperature Field)같이 공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다. 광섬유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적응성이 좋아서 아무리 복잡

하고 큰 장치 내부 측정도 빛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 창만 있으면 측정이 

가능하며 이송하면서 측정할 수도 있으므로 온도장 등의 공간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사경을 사용할 때와 달리 광섬유를 사용하게 

되면 광섬유 내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지만 장치와의 연결부에서 여러 접

점(junction)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접점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고 그

런 이유로 얻을 수 있는 신호의 강도가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super 

head를 사용하게 되면 초점거리를 줄이는 대신 측정체적을 매우 줄일 수

도 있으며 현재는 4 μm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6.2.11에서 초점거리는 

120mm의 렌즈를 사용한 super head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보여주고 있다.

다. 분광기 및 Controller

  분광기는 단색광(monochromatic light)이 아닌 이른바 백색광(white 

light)과 같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빛을 각각의 주파수대 별로 분리

해서 나타내 주는 장치이다. 스펙트럼을 각각의 주파수대 별로 분리해 내

는 작업은 고전적으로 프리즘(prism)을 사용하게 되나 해상도(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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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떨어지게 되므로 분광기에서는 매우 작은 프리즘을 판 위에 단 형태의 

회절격자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절격자를 하나 이상을 사용하기

도 한다[J. M. Lerner, 1988]. 해상도는 홈의 도(groove density)에 관련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600gr/mm의 회절격자를 한 개 사용하 다. 그림 

6.2.12에서 회절격자의 원리와 분광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회절파의 파장을 격자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knλ = 2 sin [ (β+α)2 ]∙cos [ (β-α)2 ]               (6.2.1)
where  λ   :  wavelength in vacuum  

       k   :  diffraction order

       n   :  groove density

       α   :  angle of incidence  

       β   :  angle of diffraction

일반적으로 분광기에서는 입구슬릿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회절격자를 회전

시킴으로서 파장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를 측정하게 된다.

    분광기는 그림 6.2.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회절격자

(grating) 이외에도 슬릿(slit)과 렌즈(lens)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반

사경(mirror)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JOBIN YVON사의 

T64000 스펙트럼 분광해석기(spectrum discrimination system)를 사용하

여 측정하 다. T64000 에는 회절격자가 3 개있으나 모두 사용하면 분해

능은 좋아지지만 측정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최종 회절격자 1 개만을 사

용하는 single grating mode로 연구를 수행하 다. 

    분광기에서 사용하는 슬릿의 폭(width)과 높이(height)는 신호의 강도

와 정 성에 향을 주게 된다. 특히 입구 슬릿의 폭과 높이가 커지면 신

호는 강해지나 슬릿의 폭이 커지면 신호가 퍼져서 단일 극대에 대해서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의 값이 커지게 되어 정 성이 나빠

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폭 0.5mm, 높이 15mm의 슬릿을 사용하 다. 

single mode를 사용하 으므로 내부슬릿은 필요하지 않다. 

    분광기의 제어에는 그림 6.2.14에서 보이는 SPECTRALINK (J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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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ON Inc.)를 사용하는데 1 개의 PS(power supply)와 3 개의 

MDR(motor drive module), 1 개의 INT(Interface unit), 1 개의 PIO(input 

output module)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PS는 제어기의 기본이 되는 장

치로 분광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전원을 공급하고 기타 기판의 연결

을 이루고 있으며  MDR은 분광기내의 여러 동작부내의 Motor를 제어하

는 장치로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분광기내의 여러 회절격자(grating)를 구

동하는 각 stepping motor에 연결되어 pulse형태의 신호로 명령하여 이를 

제어함으로서 원하는 파장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며 원

하는 만큼 추가로 늘릴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DEMOD(Synchronous 

demodulator module)이나 PRM (programming control unit)등의 기판을 

사용함으로서 보다 정 한 제어를 할 수도 있다.  INT는 컴퓨터와의 상호

연결(interface)을 위해 신호를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컴퓨터에서 분광기의 

여러 동작부의 제어 및 shutter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며 PIO는 

분광기와 연결되어 분광기내의 모든 장치와 레이저 발생기의 shutter를 제

어하는 곳이다[Jobin-Yvon Optical systems instrument SA, manual]. 

    이외에 광계측장치는 CCD(Charge Coupled Device) camera로서 1024

×512의 pixcel을 가지고 있다. 

4. 스펙트럼 측정

가. Laser 초점 조정 

  Macro chamber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경우 laser는 반사경

(mirror)를 통해 측정점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럴 경우 mirror의 위치를 정

확히 보정하여 초점렌즈에 laser가 정확히 수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수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림 19에서처럼 초점에 대해서 laser가 

어긋나게 입사되고 따라서 입사 laser의 출력이 떨어져서 산란 신호가 약

해지게 된다. 이러한 반사광의 정렬(alignment)은 첫 번째 반사광부터 차

례로 맞춰나가되 하나씩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한번 정렬한 반사

경은 단단히 고정시켜 실험도중 움직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림 6.2.16은 측정체적의 개략도와 분광기의 collecting렌즈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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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그림이다. 광원의 정렬이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상적으로는 

초점은 점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의 그림과 같이 원통형의 

일정한 체적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collecting 렌즈의 초점과 맞춤

으로서 매우 적은 역의 측정체적을 가지게 되며 뚜렷한 산란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분광기 내의 반사경은 조절할 수 없으므로 

collecting 렌즈를 이동시켜서 상이 맺혀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일

련의 조정은 매 실험이전에 확인해야만 뚜렷한 산란광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나. 분광기 보정

  레이저의 정렬이 끝났으면 분광기의 보정이 필요하다. 우선 CCD 

camera의 정렬을 살펴 어긋나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분광기가 정확한 위치

에서 회절 시키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에는 잘 알려진 물질의 특성

치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ilicon의 산란점을 이용하 다. 그림 

6.2.17은 silicon에 대한 Raman 산란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우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silicon 산란광을 이용하여 

slit들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데 silicon 산란광의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이 4 nm를 넘지 않아야 한다[Jobin-Yvon Optical 

systems instrument SA, manual]. 그러나 이러한 silicon에 의한 보정은 

자주 할 필요는 없다. 

    평상시의 보정은 형광등을 이용한다. 형광등은 산란이 아니라 형광

(fluorescent)이지만 그 파장이 정확히 알려져 있고 또 물에 대한 산란광의 

범위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6.2.18에 형광등의 파장에 대한 신호를 나타

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분광기의 보정을 이루고 CCD camera의 정렬

을 하게 된다. 

다. 잡음 및 배경효과 제거

  일반적인 laser 측정기기인 PIV나 LDV등은 액적 혹은 입자 단위의 탄

성산란을 이용하므로 신호가 매우 크나 Raman 산란은 분자단위의 비탄성 

산란이고, 측정 체적(measurement volume)이 수 μm로 매우 작으므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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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매우 작다. 특히 광섬유를 사용하게 되면 loss가 생기므로 신호가 더

욱 작아진다. 따라서 CCD 카메라에서 받아들인 Raman 스펙트럼 신호는 

신호대소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io)가 매우 작다. 또한 산란광을 

광자기 센서로 측정하기 때문에 배경의 향(background effect)을 받게 

된다. 따라서 CCD 카메라에서 받아들인 신호에서 소음과 배경 등을 분해

하여 필요한 신호만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인자(QFP)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음 제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SNR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은 광학적인 장치에 적용시

키기가 어렵다. SNR을 증가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측정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SNR은 근본적으로 스펙트럼을 얻는데 통계적

인 오차를 포함하게 되고 이러한 통계적인 오차는 측정값 n의 증가에 따

라 1/ n의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실험의 지속이라

는 측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실험의 성격상 어떤 상태를 지속시키

기가 쉽지 않고 또 많은 점을 주사(scanning)하려면 측정시간을 증가시키

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음(noise)을 줄이는 일반적인 방법은 수치평탄화기

법(numerical smoothing technology)을 도입하여 오차(error)를 소산

(disperse)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에서처럼 고차항

으로 평탄화 해야 하는 경우 형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평

탄화 기법이던지 근본적으로 변화도(gradient)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게 되

므로 구조적인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소음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기계적인 여과기(filter)를 사용하여 소

음을 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본 실험에서처럼 

광학적인 방법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실험장치의 구성자체도 여과기를 설

치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SNR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고주파의 소음만을 선

택적으로 여과하는 방법이 된다. 

    Fourier Transform은 시간계(time domain)로 표시되는 연속적인 함수

나 신호를 주파수계(frequency domain)로 변환시켜서 해석의 편이를 도모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식을 이용하여 변환과 역변환을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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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X(ω) = 
1
2π
⌠
⌡

∞

∞
x( t)∙e

- iω t
dt                (6.2.2.)

x( t) = ⌠⌡

∞

-∞
X(ω )∙e

iω t
dω                  (6.2.3)

여기서 X(ω)는 주파수계를, x( t)는 시간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적분

역은 충분히 큰 시간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Fourier transform은 연

속함수의 수학적인 적분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우므로 수치해

석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림 6.2.19와 같이 연속함수에서 시료를 추출

(sampling)하고 이렇게 추출된 불연속적인 시료로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하게 된다. 다음은 DFT에 사용되는 식과 그 역변환식이다. 

Xk  =  
1
N
∑
N- 1

r=0
x r∙e

- i (2π kr/N )  k = 0, 1, 2,…, N-1     

(6.2.4)

x r  =  ∑
N- 1

k=1
Xk∙e

i (2π kr/N )  r = 0, 1, 2,…, N-1       (6.2.5)

ω k = 
2πk
T
 = 

2πk
N△

                  (6.2.6)

이러한 DFT방법이 적용 가능하려면 시료가 충분히 조 하여 연속함수를 

충분히 추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료사이의 간격△이 작아서 연속

함수의 변화를 모두 모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료의 개수 N이 증가하게 

되고 변환에 많은 시간이 들게 되므로 이를 순차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빠른 시간에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FFT(Fast Fourier Transform)이다. 이러한 FFT를 좀더 일반화시키면 좌

표축이 시간계가 아니라 횡좌표(abscissa)이기만 하면 가능하고, 이럴 경

우에는 주파수계가 아닌 파수(wave number ; ν  )계로 변환된다.

     그림 6.2.20은 이러한 FFT를 이용하여 Raman 산란광을 파수로 변환

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산란광은 낮은 파수의 두드러진(dominant)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넓은 파수에 걸쳐 낮은강도의 소음(noise)을 포함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파수의 소음을 제거함으로

서 여과(filtering)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2.20의 점선으로 표시된 그림이 

높은 파수의 소음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파장의 1/50에 해당하는 파수 12.2M 이상의 신호를 여과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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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은 이렇게 여과한 결과를 다시 시간계로 역변환시킨 결과를 확대하

여 나타낸 그림으로 원으로 표시된 그림이 FFT로 여과하기 전의 신호이

고 실선으로 표시된 그림이 여과하고 난 후의 신호로 전체적인 경향은 왜

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배경의 향

(Background effect)을 제거하여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배경의 향이라 함은 실험장치의 구조적인 성격상 Raman 산

란광뿐 아니라 그외의 신호가 지속적으로 광계측 장치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태양빛, 달빛, 조명빛 등의 외부 광원에서 들어오는 신

호, CCD camera 자체의 dark noise(CCD camera의 온도상승에 의한 지속

적 오차),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 이외의 Raman 산란신호, 기기 자체의 특

성신호 등등이 된다. 이중에서 가장 dominant한 배경의 향인 외부광원

에 의한 신호는 외부광원이 분광기에 들어가지 않게 암실을 유지함으로서 

해결하고, dark noise는 CCD camera를 액화질소를 이용하여 140K 으로 

냉각, 유지시킴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배경신호는 분광기의 slit을 

막아 신호가 분광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 후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란광을 측정함으로서 해결하 다.

5. 온도 측정

가. 최소제곱법에 의한 온도계산법

  실험으로 측정한 스펙트럼을 이론적인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온도를 계

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실험과 가장 잘 

일치하는 이론적인 스펙트럼을 찾아서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필요한 

온도마다 이론적인 비선형 감수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이미 몇 온도

에서 계산된 스펙트럼을 내삽하여 임의 온도에서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방

법이 있다. 전자의 방법을 적용하여 최소제곱법으로 곡선마춤할 때 비선형

감수율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계산시간을 소요되므로 한 개의 실험적인 스

펙트럼의 전체적인 계산시간은 길어지게 되어 약 5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후자의 방법은 일정한 온도간격에 따라 

이론적인 스펙트럼을 미리 계산해 놓고 간단한 알고리듬으로 중간온도의 

이론적인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곡선마춤을 한다. 이 방법은 계산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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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 정도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Karl[J. Karl 외, 1997]은 

이러한 방법에 화상처리(image process)기술을 도입하여 ±2K의 정확도로 

온도측정을 수행하 다. 

나. 온도의 빠른 계산법 (Quick Fit Method ; QFM)

  최근 들어서는 CARS가 난류화염의 진단에 응용되면서 기존의 최소제

곱법에 의한 온도측정법보다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QFM 은 1980년대 컴퓨터의 계산능력이 낮은 때부터 고안되기 시

작되어 최근에는 측정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주

목을 받고 있다. QFM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스펙트럼의 간단한 특성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특성들은 온도민감변수(Quick Fit Parameter ; 

QFP)라 부르며 주 밴드의 선폭(bandwidth)이나 최대값의 비 등 여러 가

지를 고려할 수 있다[박승남 외, 1995]. QFM은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외에도 적당한 알고리즘(algorithm)을 택하면 최소제

곱법에 비하여 측정값의 산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FP의 산란

은 분광기의 분해능과 선폭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측정된 QFP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측정값을 얻고 이러한 

data들을 최소제곱법 등으로 온도보간함수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QFP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측정의 불확실성보다 커야 한다.

  온도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이 큰 QFP는 스펙트럼에 대한 잡음

(noise)에 의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극복하고 적은 오차로 온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측정할 수 있는 온도의 분해능(resolution)이 커지

게 된다.

•넓은 온도 역에 대해서 온도와 1:1 대응하는 하나의 함수로 표시

되어야 한다.

  특히 전 역에 대해 선형의 변화(linear profile)를 보이는 QFP는 모든 

역에 대해서 같은 정도의 온도민감성을 가지므로 정 성(precision)이 

향상되며 보간함수(calibration function)를 구하는데도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온도와 1:1 대응하지 못하고 하나의 QFP값에 여러 온도가 대응

하면 여러 온도 중 원하는 온도를 찾는 부가적인 알고리듬이 필요하며 



- 490 -

선형성(linearity)이 떨어지게 된다. 

•적은 스펙트럼 범위의 측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하는 스펙트럼의 범위를 넓히면 분광기의 분해능이 떨어지므로 스

펙트럼의 modulation이 잘 보이지 않아 산란이 작게 되지만 그만큼 온

도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며 자체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온도이외의 다른 요인에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온도이외에 압력 등의 향을 받게 되면 이를 보정 하는 알고리듬이 부

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오차가 커지고 계산시간이 증가한다. 

•계산시간이 적어야 한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측정하

여야 한다.

  그림 6.2.22은 QFM을 설명하기 위해 Neti[S. Neti 외, 1982]의 방법을 

예로 든 것이다. Neti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rotation bend의 선폭이 증가

하는 것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이 두 역의 면적의 비가 온도에 따라 변

화하는 현상을 이용한 TSIR(Temperature Sensitive Intensity Ratio)이라

는 변수를 사용한 온도측정법을 제시하 다. IR.(Temperature Sensitive 

Intensity Ratio)

다. 다양한 QFP을 이용한 온도측정법

  본 절에서는 최소제곱법에 비해 속도면에서 빠르고 측정값의 산란도 줄

일 수 있는 QFM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QFP를 Test하여 정 하고, 

온도구별에 용이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여러 QFP의 온도민

감성을 살펴보고 선형성 등의 유용성을 고려하 다.

(1) Peak intensity and Peak wave length

  스펙트럼의 형상을 나타내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분광학에서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은 산란 스펙트럼의 극대값과 극대의 파장이다. 액상인 물에 대

해서는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도의 증가에 따라 단량체와 중합체의 

농도비가 변화하므로 극대값이 중합체의 위치인 577.6nm 에서 단량체의 

위치인 589.4nm로 치우치게 되며 그 폭이 점차 줄어들며 크기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QFP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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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는 Peak intensity와 wave length를 이용한 온도측정법에 대한 계략

도이고 그림 6.2.24과 그림 6.2.25은 각각 Peak intensity와 wave length를 

이용하여 실제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 온도를 예측한 그림이다. 산란 스

펙트럼의 강도는 신호자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입사광의 크기와 회절격

자의 크기와 mode, slit의 폭과 높이, CCD camera에서 산란신호를 받아들

이는 integral time의 크기, 배경신호의 강도 등에 의해 증가한다. 그러나 

Laser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배경신호의 강도를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기준파장의 강도로서 무차원화한 변수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중합체와 단량체의 교점으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다고 알려진 Isobaric Point인 583.5nm일 경우의 파장에서의 강도를 기준

으로 이를 나눈 무차원값을 사용하여 극대값을 계산하 다. 그리고 

SNR(Signal to Noise Ratio)이 작으므로 극대점의 위치를 결정하기가 쉽

지 않고, 잡음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FFT(Fast Fourier Transfer)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 Peak의 분해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림 6.2.24에서 보이는 대로 극대값을 QFP로 했을 경우는 전 역에서 

어느 정도 선형성을 유지하며 온도측정의 평균오차는 0.790℃, 표준편차는 

0.95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그림 6.2.25에서 제시한 극대의 파장을 QFP로 이용한 방법은 

온도측정의 평균오차가 3.680℃, 표준편차 4.726℃로 매우 큰 오차를 보이

며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도변화에 따른 변화 폭이 좁아서 

온도민감성이 떨어지고 spectrum의 intensity를 받아들이는 CCD의 분해능

에 비해 파장을 읽어들이는 분광기의 분해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측정범위를 줄이는 등 분광기의 분해능을 높이

는 여러 조작을 해도 대해서 큰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큰 온

도차에 대하여 매우 개략적인 정보만 줄 수 있다. 

(2)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

    다음으로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 : 극대값의 반에 해

당하는 강도의 폭)으로서 O-H 뻗침(stretching)의 일종의 선폭

(bandwidth)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극대값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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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액상인 물의 경우는 단일 

종류 분자의 산란 스펙트럼의 경향인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극대값은 줄

고 Rotating Band의 선폭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 종류분자(중합체와 단량

체)의 산란 스펙트럼의 중첩으로 인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극대값을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SNR이 작아 그 폭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

므로 FFT등의 조작을 통해 잡음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 

    그림 6.2.26은 FWHM을 QFP로 이용한 온도측정법에 대한 계략도이

고 그림 6.2.27은 FWHM을 이용하여 실제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 온도

를 예측한 그림이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FWHM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

나 그 평균오차가 1.320℃, 표준편차가 1.671℃로서 크다. 특히 낮은 온도

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FWHM의 변화가 작아 온도민감성이 더욱 떨

어져 오차가 커지게 된다. 

(3) PMCR(Polymer Monomer Concentration Ratio)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단순히 분광학에서 이용하는 스펙트럼자체의 형

상만을 이용한 방법들로 어떤 물질,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대신 물리적인 의미가 적으므로 해석하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산란 스펙트럼의 형상이 아닌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한 인자로는 

중합체와 단량체의 비율인 PMCR(Polymer Monomer Concentration 

Ratio)을 QFP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Partial concentration theory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분

자의 몰분율에 따라 스펙트럼이 발생하므로 온도에 따라 중합체의 산란 

스펙트럼은 줄어들고 단량체의 산란 스펙트럼은 증가하게 되므로 가장 변

화가 심한 중합체와 단량체의 산란스펙트럼의 위치에서의 강도를 이용하

여 QFP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PMCR은 산란광의 변화가 가장 심한 두 

점의 강도를 비교하여 온도민감변수(QFP)를 구하므로 단순히 극대값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온도민감성이 더욱 커지게 되어 오차가 적어진다. 그림 

6.2.28은 PMCR을 QFP로 이용한 온도측정법에 대한 계략도이다.

    Karl은 이러한 방법을 물에 적용하여 Stratified flow 의 열전달계수를 

측정하 다. 이는 20∼180℃범위의 액상 물에 대해서 ±2.2℃ 오차로 온도

를 측정하 다. 식(6.2.7)은 Karl 이 유도한 Raman 스펙트럼과 온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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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식이다.

-T  =  
△H

0

R∙ln (
I 577.6nm
I 589.4nm )-C 2

                 (6.2.7)

그러나 중합체 위치의 스펙트럼도 단량체의 스펙트럼과의 중첩에 의해 왜

곡되어 나타남으로 스펙트럼의 비율이 농도비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PMCR에 로그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중합체와 단량체

의 위치에서의 스펙트럼 비율만을 고려한 다음 식을 사용하 다. 그리고 

SNR(Signal to Noise Ratio)이 작으므로 중합체와 단량체의 강도를 결정

하기가 쉽지 않고, 잡음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FFT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 다.

PMCR = (
I 577.6nm
I 589.4nm )                    (6.2.8)

그림 6.2.29는 PMCR을 이용하여 실제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 온도를 예

측한 결과로서 평균오차 0.202℃, 표준편차 0.247℃ 로서 극대값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74% 정도 적은 오차로 온도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Karl의 결과는 측정이 어려운 이상유동에 대한 것이므로 위의 결과와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FFT를 사용하여 성능이 향상된 것은 틀림없

다.

(4) TSIR(Temperature Sensitive Intensity Ratio)

  이번에 살펴볼 TSIR은 중합체와 단량체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면적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S. Neti 외, 1987]으로 

그림 6.2.30에 TSIR을 QFP로 사용할 때의 개략도를 보이고 있다. PMCR

은 중합체와 단량체의 특성파장(characteristic wavelength) 에서의 산란강

도만을 비교하는데 반해 TSIR은 중합체와 단량체의 농도비의 변화에 따

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 산란강도의 적분으로서 온도민

감변수(QFP)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PMCR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은 

파장에 중합체와 단량체의 스펙트럼이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두 스펙트럼

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으므로 단량체와 중합체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면적비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PMCR등의 

QFP들은 특정파장위치에서의 산란광의 강도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잡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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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FFT등의 방법을 도입

하게 되는데 반해 TSIR은 일정 역에 대한 적분값을 이용하므로 잡음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이 적으므로 FFT가 불필요하고 FFT를 하지 않더라

도 충분히 적은 오차로 온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Neti는 이러한 방법을 steam과 droplet의 mixture로 존재하는 

dispersed Two  phase flow에 대하여 100℃~300℃의 범위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 다. 그는 라만 스펙트럼이 592~597nm 사이에서 온도에 따라 폭이 

넓어지고 높은 파장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두 역으로 나

누면 두 역의 면적비의 변화가 측정값의 불확실성보다 크며 온도에 따

라 선형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TSIR(Temperature 

Sensitive Intensity Ratio)이라는 변수를 제안하여 온도의 예측에 이용하

다.

R =  

⌠
⌡

λ D

592nm

I ( λ)
λ D-592

dλ

⌠
⌡

597nm

λ D

I ( λ)
597-λ D

dλ

                   (6.2.9)

△T = △R∙
dT
dR
                     (6.2.10)

여기서 그는 기준 파장인 λD를 구하지 않고 그림 6.2.31에서처럼 여러 파

장에 대하여 계산함으로서 가장 정 성이 좋은 파장을 찾는 방식으로 λD

=594.2 nm를 최적의 파장으로 채택하 고 그때의 정 성은 ±15K 이다. 

측정의 정 성이 떨어지는 것은 기체상인 증기(steam)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란광의 강도가 작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대상이 고온의 증기로

서 실험의 지속이 어려워 측정시간이 짧으며, 측정 역에 비해 분광기의 

분해능(resolution)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측정대상인 

액상의 물은 증기의 스펙트럼에 비해 대역폭(bandwidth)도 넓고 특성파장

(characteristic wavelength)도 다르므로 Neti가 사용한 공식을 그대로 사

용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TSIR =  

⌠
⌡

λ D

562nm

I ( λ)
λ D-562

dλ

⌠
⌡

612nm

λ D

I ( λ)
612-λD

dλ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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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준파장도 Karl이 주장한 단량체와 중합체의 교차점(Isobaric 

Point)인 λD =583.5nm를 사용하 다. 

    그림 6.2.32는 이러한 TSIR을 QFP로 사용했을 경우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기체상에 대한 Neti의 결과와는 다르게 비선형적인 결과

를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액체상에서는 라만 산란의 

vibration band의 폭이 매우 넓어져 중합체와 단량체의 스펙트럼이 서로 

중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TSIR을 바로 온도측정에 이용할 수는 없고 다

른 QFP와 마찬가지로 온도보간함수를 곡선접합(curve fitting)에 의해 구

해야 한다. 하지만 FFT등 부가적인 연산 단계를 거치치 않아도 소음에 

대한 오차가 매우 작고 온도민감성도 전 범위에 대해 비교적 균일한 변화

를 보이는 뛰어난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 IDIA(Integral Difference Intensity Area)

  라만 산란을 이용하여 TSIR과 PMCR등을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잡음(noise)과 배경신호(background effect)의 제거이다. 잡음에 의한 오차

는 FFT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배경신호는 파장에 따라 

균일하지 않고 실험조건에 따라 변화하므로 제거하기 쉽지 않고 이로 인

해 편향오차(bias error)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편향오차는 시스템의 정

도(precision)는 향을 주지 않지만 정확도(accuracy)에는 상당한 문제

가 된다. 실제로 TSIR의 경우는 정 도는 ±0.125K의 좋은 거동을 보이나 

편향오차가 최대 ±1.5K 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신호의 향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IDIA를 생각해 내었다. 

    그림 6.2.3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IDIA는 기준온도에서의 스

펙트럼과 측정점의 스펙트럼의 차를 적분함으로서 구해진다. 따라서 IDIA

는 기준온도의 스펙트럼에서 증가된 단량체의 양과 감소한 중합체의 양을 

더하게 되므로  그림 6.2.3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형적인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서 사용이 간편하다. 식 (6.2.12)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식을 표

시하 으며 기준온도(reference temperature)는 50℃이다. 

IDIA =⌠⌡

583.5

562 ∣I r (λ)- I (λ )∣dλ -
⌠
⌡

612

583.5∣I r (λ)- I (λ )∣dλ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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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A의 방법도 TSIR과 같이 적분값을 사용하므로 소음에 대한 측정의 불

확실성은 적으므로 FFT등을 사용하지 않으나 스펙트럼의 차를 구하므로 

TSIR에 비해서는 오차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IDIA는 기준온도의 스펙트럼과의 차로서 표시하게 되므로 기준온

도의 스펙트럼을 미리 구해야 하지만, 배경신호의 향을 덜 받게 되므로 

보정(calibration)이 간단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절대온도라기보다는 온도장의 

분포나 양단간의 온도차로서 열전달량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온도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IDIA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 온도보간함수 

  Table 6.2.2와 Table 6.2.3은 각각 앞 절에서 언급한 여러 QFP들에 대하

여 2차 함수로 곡선맞춤(curve fitting)하여 온도보간함수를 구한 결과와, 

온도보간함수의 오차를 여러 통계치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스펙트럼의 형상을 이용한 스펙트럼 강도의 극대점의 

위치와 강도, FWHM 등은 상당한 오차를 나타내는데 반해 중합체와 단량

체의 변화를 고려한 PMCR과 TSIR, IDIA는 오차 ±0.1℃, 최고오차 0.32℃ 

를 보여서 Karl과 Neti등 FFT로 여과(filtering)하지 않았던 기존의 결과

에 비해 정 도 면에서 큰 개선을 보 다. 

마지막으로 IDIA는 정 도면에서는 TSIR보다 못하지만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므로 사용하기 쉽고 배경의 향을 덜 받으므로 다루기 쉬운 장점이 

있다.

마. 고온 고압에서의 온도 특정

(1) 실험장치

  고온 고압 상태에서의 물 온도변화에 따른 Raman 산란 스펙트럼의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압력용기(pressure vessel)에서 측정을 

수행하 다.

  압력용기는 150기압 300℃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압력용기를 가열

하기 위해 하단에 설치한 Heater는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controller에 의해 제어되며 기준온도는 유리창의 양단에 설치된 열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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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을 통해 측정하며 압력계와 pressing을 위한 valve는 상단

에 설치하 다. 

  Laser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이송가능한 super head로 보내져서 유리창

을 통해 입사되고 backward scattering 방식으로 다시 super head로 받아

들인 산란신호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분광해석기로 들어가게 된다.

  반사경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광섬유를 사용하면 광섬유와 기기 사이

의 접점(junction)에서 손실(loss)가 커져서 산란신호가 작아지므로 분해능

(resolution)이 작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측정시간을 증가시켜야 하므

로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압력용기를 단열제로 피복하 다. 표 6.2.4에 

실험조건을 표시하 다. 

(2) Raman 산란의 압력의 향

  상온에서 사용했던 온도민감인자(QFP)들이 고온고압상에서도 적용가능

한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우선 Raman 산란광의 압력의 향을 살펴

보았다. 온도를 108℃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을 110기압까지 변

화시켜가면서 측정한 스펙트럼으로 온도민감변수를 구한 결과가 그림 

6.2.36과 같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압력의 변화에 따라 Raman 산란광의 변화는 없고 

온도민감인자의 변화도 없다. 여기서 나타난 오차는 TSIR (Temperature 

Sensitive Intensity Ratio)의 경우 표준편차 1.378℃이고 PMCR(Polymer 

Monomer Concentration Ratio)의 경우는 표준편차 0.984℃로서 온도측정에 

의한 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으므로 압력에 의한 오차가 아닌 시스템 

고유의 오차로 보인다. 따라서 고온고압의 조건에서도 상온에서 사용하던 

온도민감인자들을 특별한 보정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온에서의 온도측정

  다음으로 압력용기에 가압한 상태에서 60∼200℃ 범위에 대해서 Raman 

산란 스펙트럼으로 온도민감인자들을 측정해 보았다. 그림 4.3.37에 각각의 

온도 민감인자의 결과를 표시하 고 표 6.2.5에 이차 함수로 곡선맞춤

(curve fitting)하여 실험식을 구한 결과와, 실험값과의 오차를 이용한 여

러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기준온도는 100℃ 이며 기준파장 

583.5nm의 강도로 무차원화 하 다.

  여러 인자들 중에서 TSIR과 IDIA의 정 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경향이 상온에서와 연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200℃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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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처럼 보인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SIR은 

두 역의 면적비로 FFT가 필요없고 IDIA는 선형성이 뛰어나서 전 역

에 대해 같은 정도의 온도민감성을 가지고 상대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배경의 향(Background effect)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다루기 쉽다. 

이전의 결과가 IDIA의 표준편차가 0.1675 이었던 것에 비해 약6.5배 증가

한 것은 반사경을 쓰지 않고 광섬유를 사용하 고 고압을 견디기 위한 두

꺼운 유리창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인 산란신호가 

작아져서 분해능(resolution)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6. 결 론

  라만 산란을 이용한 유체 온도측정기술을 대기압상태의 물 20∼90℃ 

역에 대해서 개발하 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Raman 산란 스펙트럼 실험

을 수행하여 여러 온도민감인자(QFP)로 비교하여 본 결과 온도와 Raman 

산란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온도측정에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온도측정의 정 성은 온도민감인자로 TSIR을 이용하

는 경우 표준편차 0.1℃, 평균오차 0.1248℃를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다.

압력용기내의 고온고압의 액상 물에서 측정한 Raman 산란 스펙트럼을 

통해 여러 온도민감인자 (QFP) 를 구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러 온도민감인자들은 압력에 대해서 향을 받지 않으므로 

부가적인 보정없이 온도예측에 이용 할 수 있다. 2) 여러 온도민감인자 중

에서 IDIA와 TSIR이 가장 좋은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IDIA는 온도

차를 구하는데 효과적이다. 3) 측정 장치의 이송의 편이를 위해 광섬유를 

사용하여, 기존의 반사경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광계측장치가 받아들인 산

란신호가 작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4) 향후에는 광섬유를 사용하면서도 

큰 산란신호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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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Various Laser Source.

Pumping (nm)

   (Eximer)

He-Ne 633 0.1~50 mW

Ar-ion  488,514 0.002~20W

CO2 9000~11000 15kW

ArF 193 0.5 J/p

KrF 248 1 J/p

XeCl 308 1.5 J/p

XeF 351 0.5 J/p

Solid-state

Ruby  694 pulse

Nd:YAG 1064 cw or pulse

Nd-Glass 1060 pulse

Semi-conductor Ga-As vis-IR 10~100mW

Organic dye  tunable

Table 6.2.2  Result of curve fitting for various factors

F (T ) = A․T 2 + B․T + C

A B C

Peak I 6.29386E-6 1.55653E-3 1.036536

Peak λ -9.65126E-5 2.24028E-2 585.0804

FWHM -1.16116E-4 3.32518E-4 14.65796

PMCR 5.06602E-5 -1.21157E-2 1.152444

TSIR 3.37988E-5 -9.83297E-3 1.316646

IDIA 0.05687 -2.8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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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3  Statistical result of various factors

Mean Error Maximum
 Error

Standard
Deviation

Peak I 0.7899 2.1055 0.95233

Peak λ 3.6800 13.659 4.7262

FWHM 1.3201 4.4728 1.6714

PMCR 0.2019 0.5540 0.2474

TSIR 0.1002 0.3167 0.1248

IDIA 0.1285 0.4639 0.1675

Table 6.2.4  Experimental condition.

                   

Measurement Range 53 ∼ 200 ℃
  0 ∼ 110 kg/cm2

Measurement Time 10 sec
Slit Hight / Width 0.2 mm / 0.5 mm
Grating (Mode) 600 gr/mm (single)
Laser Power 0.6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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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1.  Quantum nature of molecular light scattering process.



- 502 -

          4 90 49 2 4 94 49 6 4 98 5 00

20 00

40 00

60 00 S ulfu r

In
te

ns
ity

 (C
ts

)

W ave leng th    λ   (nm )   

(a) Sulfur

         
5 2 0 54 0 5 6 0 5 8 0 6 00 6 20

1 0 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H -O  stre tch ing

5 85 .64  nm

59 220  C ts

H -O -H  bend ing

530 .92  nm

544 9  C ts

L iqu id  W ater

In
te

ns
ity

(C
ts

)

W ave leng th   λ   (nm )

(b) Liquid Water

Figure 6.2.2  Stokes Raman spectrum of water and sul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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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3  Vibration modes of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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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4  Polymer and monomer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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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5  Raman spectra of fluid water at various temperatures.

            568 572 576 580 584 588 592 596 600

-0 .2

-0 .1

0 .0

0 .1

0 .2  50 OC

 70 OC

 90 OC

In
te

ns
ity

  D
if

fe
re

nc
e 

(C
ts

)

W ave length   λ   (nm )

Figure 6.2.6  Raman spectra intensity difference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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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7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ure 6.2.8  Photography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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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9  System of argon ion laser. (INNOVA 90C90C-5, Coherent 

Inc.) 

Figure 6.2.10  Photograph of aperture wheel in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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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11  Photograph of measurement with sup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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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atic graph of grating in spectrograph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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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13  Typical monochrome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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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14  Appearance of system controller.(SPECTRLINK, JOBIN 

YVON Inc.)

Figure 6.2.15  Laser alignment by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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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16  Schematic graph of measurement volume and collecting 

lens.

     

Figure 6.2.17  Spectrum of silicon Raman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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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18 Spectrum of fluorescent lamp.

Figure 6.2.19  Sampling of continuou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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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0  Data filtering in 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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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1  Raman spectrum with FFT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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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2 Schematic graph of QFP(Quick Fit Parameter)

              with TSIR.(Temperature Sensitive Intens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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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2.24  Peak Intensities in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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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5  Peak wave length in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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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6  Schematic graph of 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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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8  Schematic graph of PM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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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9  PMCR(Polymer Monomer Concentration Ratio) in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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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30 Schematic graph of T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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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31 Various result of TSIR with respect to reference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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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34 IDIA(Integral Difference intensity area) in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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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35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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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36  Varation of QFPs with respect to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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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37  Varation of QFPs with respect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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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반사 기법을 이용한 비등위기 측정기술 개발

1. 개요

  수조비등 및 강제대류비등시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에 대

한 수많은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임계열유속에서의 비등현

상 및 발생 Mechanism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원인은 CHF를 유발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가열면 근처에

서의 정확한 정보, 즉 직접관찰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HF 

발생 Mechanism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가열면 근처에서의 비등현상

에 대한 직접관찰이 필수적이다. 

  비등현상에 대한 고전적 가시화 연구로서 Gaertner(1965)는 임계열유속 

Mechanism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열유속에서 이웃하는 Vapor 

Column의 결합에 의해 매우 큰 Vapor Mushroom이 형성된다. 이 Vapor 

Mushroom은 그 하부에 존재하는 얇은 액막 즉 Macrolayer에 의해 전열

면과 분리되어 있고, Macrolayer에는 많은 Vapor Stem이 분포한다. 이러

한 비등 조건에서,  Vapor Mushroom이 전열면으로부터 이탈되기 전에 

Vapor Stem이 서로 결합하여 액막의 일부가 건조되었을 때 2차 천이가 

발생하고, 액막이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임계열유속이 발생한다. 이러한 

Gaetner의 실험결과를 기본으로 Haramura and Katto (1983)는 

'Macrolayer dryput model'을 개발하 고, Dhir and Liaw(1989)는 

‘Unified model'을 개발하 다. 

  Dry spot 또는 Dry Area는 임계열유속의 발현의 신호로서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하여 관찰되었다. Dry Area는 액체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비하

여 열전달의 효율이 매우 낮으므로, Dry Area가 열전달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거동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irby and Westwater(1965)는 전열면 근처에서 기-액 상호작용에 대하

여 관찰하 다. 그들은 큰 Vapor Bubble 하부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Dry 

Spot이 존재하고, 크기가 적은 Bubble 하부에는 매우 적은 Dry Spot이 존

재하는 것을 관찰하 다. 그들은 이 Dry Spot이 급격히 성장하여 임계열

유속에 도달한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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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Van Ouwerke가(1972), Carvalho and Bergles(1994) 등이 Dry 

Spot의 거동에 대하여 관찰하 다. 그들은 모두 임계열유속의 발생은 Dry 

Spot의 거동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 다. 최근의 Nisho 등

(1998)에 의하면 임계열유속시 액체의 전열면에 대한 접촉형태는 Network 

형태이며, 이러한 액체 접촉형태는 Gaertner의 관찰 내용 및 Haramura 

and Katto (1983), Dhir and Liaw(1989)의 임계열유속 모델과 매우 상이

하다고 주장하 다. 위에서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Dry Spot은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하여 관찰었지만, 임계열유속 Modeling에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에 Ha and No(1998, 2000) 등에 의하여 Dry Spot의 거동

이 임계열유속 Modeling에 적용되기 시작하 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Bubble 거동은 Dry Spot 발현과 매우 접

한 관계가 있고, 또한 Dry Spot은 임계열유속의 발생과 매우 접한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계열유속의 발생 Mechanism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Bubble 거동 및 Dry Spot 거동을 동시에 관

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기포거동과 Dry Spot 거동을 동시에 관

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임계열유속 발생 Mechanism에 대한 매우 기본적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수조비등 및 강제대류비등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설

치되었으며 그림 6.3.1에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실험장치는 실험부, 응축기, 

저장탱크, 구동모터 및 예열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6.3.2에 보여준 바와 

같이 실험부는 두께 10 mm의 운모판을 이용하여 가로/세로 80 mm, 길이 

500 mm의 내부단면을 이룬다. 실험부 하부판 중앙에는 전열면으로써 두

께 10 mm, 가로/세로 50 mm의 Single Crystal Sapphire가 삽입된다. 

Sapphire하부에는 투명하고 전도성인 ITO (Indium Tin Oxide) Film이 

700Å 두께로 Coating되어있다. 비등은 이 ITO Film에 DC 전류를 공급함

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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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비등 현상에 대한 가시화는 전반사 기

법을 이용하여 투명한 가열면 하부에서 이루어진다.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적은 매질로 입사광이 통과할 때, 입사각을 적절히 조절할 경우 입사광은 

매질표면에서 모두 반사하계된다. 이 원리를 비등현상에 적용할 경우 가열

면상에 액체가 접촉할 경우 입사광은 그대로 통과하게 되고 가열면이 건

조되었을 때 입사광은 전반사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비등시 액체의 가열

면에 대한 접촉현상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가열면을 하부

에서 직접 관찰하게 되면 기포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액체-고체 

접촉현상과 기포의 거동에 대한 동시 가시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원으로써 Ar-Ion Laser가 이용되며, 보다 선명한 Dry Area Image와 

Bubble Image를 얻기 위하여 그림 6.3.2에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Lens 및 Filter 등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유체로서 R-113이 이용되었으며, 실험은 1기압 포화

온도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47.6 oC, 0.1 MPa). 수조비등시 실험유체의 포

화온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450 W의 용량의 보조가열기 4개가 

이용된다. 실험은 정상상태 조건에서 수행되며, DC 전류를 단계적으로 상

승시켜 비등 개시점으로부터 임계열유속까지의 비등현상을 관찰한다.

3. 예비실험

  예비실험은 Bubble 및 Dry Spot 동시 가시화에 대한 방법론의 타당성

을 검증하고, 추후 화상처리법에 의한 Bubble 및 Dry Spot 크기 측정시 

그 오차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Bubble을 모의하기 위하여 유리로 제작된 구를 이용한다. 구의 내부는 기

포와 마찬가지로 비어 있는 상태이다. 구의 하부는 절단되어 매우 정 한 

가공이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구는 기포를 모의하게 되고, 절단된 하부면

은 Dry Spot을 모의하게 된다. 절단된 면을 통하여 유체가 구의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투명 접착제를 이용하여 전열판에 접착한다. 예비실험은 

비가열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며, 가시화는 전항에서 기술한 방법을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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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3.3에 예비실험결과를 보여준다. 동시 가시화로부터 Dry Spot은 

매우 선명하게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ubble에 대한 관찰은   

수직이 아닌 상태에서  수행되었지만, 관찰된 Bubble의 형태는 완벽한 구

의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화상처리법에 의해 측정된 Dry Spot 및 Bubble 

크기 측정의 오차는 각각 4%와 3%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예비실

험결과, 본 연구의 동시가시화 측정기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Pool Boiling 실험결과

   가. 가시화 실험결과

     그림 6.3.4 및 6.3.5는 비등 개시에서 임계열유속까지의 가시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3.4는 기포 및 Dry Spot에 대한 동시가시화 

결과이며, 그림 6.3.5는 각 비등 역에 대하여 기포거동을 측면 가시화한 

결과이다. 

 

(1) 비등개시

  그림 6.3.6은 열유속 25.9 kW/m
2 에서의 기포와 Dry Spot의 거동을 연

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6.3.6의 상부의 사진은 기포를 나타내며 하부는 

Dry Spot을 나타낸다. 그림 6.3.6(a), (b)에서 관찰해보면 기포가 생성되어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림 6.3.4(c), (d)는 크기가 감소하면서 이탈직

전의 상황을 나타내고, 그림 6.3.6(e)는 기포가 완전히 이탈하여 사라진 현

상이다. 각각의 기포에 해당하는 Dry Spot의 거동을 살펴본 기포의 생성-

성장-소멸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기포와 Dry 

Spot의 생성-소멸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포가 

어느 한 지점의 핵활성지점에서 성장할 때 Dry spot이 그 기포 하부에 형

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기포 역

  그림 6.3.4(a)는 비등개시의 상황이며, 그림 6.3.4(b), (c)는 독립기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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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포 및 Dry Spot 거동을 보여준다. 비등개시 상황과 비교하여 다수의 

기포 및 Dry Spot이 관찰된다. 독립기포 역의 초기에 해당되는 그림 

6.3.4(a), (b)에서는 기포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들의 형상은 거의 변하

지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약간 높은 열유속에는 미약한 기포응집이 발생

하나 기포형상에 대한 향은 거의 없고, 계속 독립기포 역을 유지한다. 

이러한 독립기포 역의 가장 큰 특징은 핵활성 도와 Dry Spot 도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독립기포 역은 임계열유속의 약 70% 역까

지 진행된다.

  

(3) 응집기포 역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 및 Dry Spot의 수 및 크기가 증가한다.  

그림 6.3.4(d)는 임계열유속의 약 80%(112.1 kW/m2)일 때의 비등현상을 

보여준다. 기포간 또는 Dry Spot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

며, 특히 측방향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매우 큰 Dry Arear가 생성된다. 하

지만 응집기포 역에 대한 비등곡선의 기울기는 그림 6.3.7에서 보듯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화상분석결과 큰 Dry Area의 시간평균 수명은 약 4 

ms 이내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짧은 시간동안의 큰 Dry Area의 출현

은 가열면 온도변화에 거의 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Local Vapor Film 역

  열유속이 임계열유속의 약 80% 이상의 역에서는 그림 6.3.4(e), 

6.3.5(e)에 보여준 바와 같이 기포거동이 이전의 역과 비교하여 매우 다

른 양상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기포는 응집되어 있고, Vapor Patch와 같

은 형태를 보인다. 이 역에서의 2차원적 기포거동은 그림 6.3.8에 보여준

다. 그림 6.3.8에서 살펴보면, 큰 기포덩어리가 이탈되어 나갈 때 그 하부

에 Film 형태의 기포가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Fim 형태의 기포 출현은 결과적으로 더욱 큰 Dry Area의 출현을 야기한

다. Local Vapor Film 역에서의 큰 Dry Area의 수명은 이전 역에 비

하여 매우 길다. 이러한 증가된 Dry Area 수명은 전열면에서의 열전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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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변화시키며 따라서 그림 6.3.7에서 보듯이 비등곡선의 기울기가 변화

한다. 또한 Local Vapor Film 역에서의 액체의 전열면 접촉률은 그림 

6.3.12에 보여준 바와 같이 50%이하로 감소하며, 액체의 접촉형태는 그림 

6.3.5(e)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잡한 미로형상이다.

(5) 임계열유속

  본 연구에서 임계열유속은 전열면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최대 

열유속으로 정의하 다. 그림 6.3.9는 임계열유속에서의 기포 및 Dry Area

의 거동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전열면은 기포로 덮여 있고, 결

과적으로 액체의 전열면 접촉률은 그림 6.3.12에서와 같이 30% 이하로 감

소한다. 임계열유속에서의 Dry Area 거동은 확대 축소를 반복하는 매우 

급격한 양상을 보인다. 액체의 전열면 접촉형태는 복잡한 미로형상이며 이

는 Oka et al.(1995) 및 Nishio et al.(1998)의 가시화 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그림 6.3.10은 임계열유속에서의 2차원 기포거동을 연속적으로 보여준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큰 Film 형태의 기포가 대부분의 

전열면을 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Vapor Film 모서리 부근에

서는 매우 강한 핵비등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부

적 액체 접촉 역에서의 핵비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포들은 적은 크기의 

Vapor Film을 형성하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부적 핵비등, 

건조 과정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러한 형태의 국부

적 핵비등은 Galloway and Mudawar(1993)의 가시화 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또한, 그림 6.3.10(c)에서와 같이 Vapor Film이 전열면에서 이탈할 때 

이탈되는 Vapor Film 하부로 일부 유체가 침입하게된다. 이러한 유체 침

입은 즉각적인 핵비등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다시 Vapor Film을 형성한

다. 이러한 형태의 핵비등은 Nishio et al.(1998)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상

에서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임계열유속에서 대부분의 전열면은 Vapor 

Film으로 덮여 있지만, Vapor Film 모서리 부근 그리고 그 하부에서는 간

헐적인 핵비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가시화 결과로부터 고 열유속에

서의 국부적 간헐적 핵비등은 전열면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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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6) 임계열유속 발생 기구

임계열유속에서 약간의 열유속 증가는 전열면 온도상승을 유발한다. 이런 

상황을 CHF(+)로 정의한다. CHF(+)에서의 2차원 기포거동은 그림 6.3.11

에 보여준다. 그림 6.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급격한 Wavy Motion

이 존재하지만 Wavy Film은 전열면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CHF(+)에

서의 국부적 유체접촉은 Vapor Film 모서리부근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그

림 6.3.11(a), (b), (c)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부적 유체 접촉

역은 연속적인 Vapor Film을 형성됨으로써 매우 빠르게 건조되고, 핵비

등의 발생은 제한된다. 이와 같은 전열면 건조과정을 임계열유속에서의 기

포거동과 비교하여 보면, 임계열유속에서 전열면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

지 않도록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Vapor Film 모서리 부근 그리

고 그 하부에서의 간헐적인 핵비등이 반복적으로 존재하지만, CHF(+) 

역에서는 이러한 국부적 간헐적 핵비등이 반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CHF(+)에서는 Vapor Film 모서리부근에서만 존재하는 국부적 핵비등

이 일단 소멸되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열면의 온도는 

Leidenfrost 온도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전열면 전체가 Vapor Film으

로 덮이게 되고, Rewettin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열면 건조과정은 

Galloway and Mudawar(1993) 및 Celata et al.(1998) 등이 제안한 

Localized Boiling Activity와 매우 유사하다. 전열면이 모두 기포로 덮이

게 되면, 전열면의 온도는 약 90 oC 까지 비교적 천천히 상승한다. 그러나 

전열면의 온도가 108 oC를 초과하면 넘게되면 온도는 매우 급격히 상승한

다. 이상에서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임계열유속은 유동 역의 수력학적 

변화가 아닌 핵비등의 국부적 제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Zuber(1958) 및 Lienhard and Dhir(1973) 등이 제안한 Vapor Jet 

Model과 매우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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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열면 온도측정 결과

  전열면의 온도는 2개의 K-type 열전대로 측정하 다. 그림 6.3.13에 시

간-면적평균 전열면 온도 측정결과 열유속의 함수로 보여준다. 비등개시

점으로부터 초기의 비등 역에서는 전열면 온도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

한다. 핵비등에 의한 기포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온도변화 기울기는 확연히 

감소하며, 이런 현상은 응집기포 역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Local Vapor 

Film 역에서 전열면 온도변화 기웅기는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큰 Dry 

Area 발현으로 인한 열전달 감소효과가 원인이다. 열유속이 더욱 증가하

게 되면, 안정된 Vapor Film이 전체 전열면을 덮게되고 결과적으로 전열

면의 Burnout을 유발한다.

다. 활성핵지점 도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기포 역에서는 기포 도와 Dry Spot 도가 정

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계열유속의 약 80% 역까지의 

범위에서 활성핵지점 도를 Dry Spot 도로부터 계산하 다. 그림 6.3.14

에 측정된 활성핵지점 도를 전열면 과열도의 함수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활성핵지점 도도는 과열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하며, 증가율은 거의 선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전히 발달된 핵비등

역에서의 활성핵지점 도는 10
5 Order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결과는 

Wang and Dhir(1993)의 18도 Wettability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5. 결 론

  수평 전열면에서 R-113의 Pool Boiling시 기포 및 Dry Spot에 대한 동

시가시화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기포의 생성과 Dry Spot의 발현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는 기포가 어

느 한 활성핵지점에서 성장할 때 그 하부에서 Dry Spot이 동시에 형

성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포 및 Dry Spot은 동시개념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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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임계열유속에서 전열면은 70% 이상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나, 

전열면 표면온도는 Vapor Film 모서리 부근의 국부적 유체접촉 역에

서의 반복적 핵비등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임계열유속 

근처의 고열유속에서도 국부적 핵비등에 의해 전열면에서 발생하는 열

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CHF(+) 역에서는 임계열유속에서 관찰되는 국부적 반복적 핵비등이 

사라지고 Rewetting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모든 전열면은 

기포로 덮이게 되어 Burnout이 발생한다.

4) 본연구결과를 통하여 임계열유속은 유동 역의 수력학적 불안정이 아

닌 국부적 핵비등 제한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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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 Schematic flow diagram of the boiling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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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2. Configuration of the test section with optical setup

for pool boi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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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3. Confirmatory test results: simultaneous visualization of 

bubbles and dry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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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4. Variations of bubbles and dry areas from incipience of 

boiling to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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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5. Side views of bubble structures at each step of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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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6. Chronological dynamic behavior of bubbles and dry spots at 

incipience of boiling(ΔTWS = 21.4 K, q=25.9 kW/m
2)



101 102
100

101

102

103

(f)

(e)
(d)

(b)

(c)

(a)

Zuber

H
ea

t f
lu

x,
 q

 (k
W

/m
2 )

Wall superheat, ∆TWS (K)

 Present
 Nishio et al.
 Dhir & Liaw, 90 Deg.
 Dhir & Liaw, 38 Deg.
 Dhir & Liaw, 14 Deg.

- 539 -

Fig. 6.3.7. Boiling curve for the present study with another predicted 

and measured ones



- 540 -

Fig. 6.3.8. Side views of bubble structures at local vapor film regimes

(q = 0.9qCHF)



- 541 -

Fig. 6.3.9. Chronological dynamic behavior of bubbles and dry areas 

at CHF (ΔTWS = 43.0 K, q=139.9 kW/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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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0. Side views of dynamic behavior of bubbles at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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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1. Side views of dynamic behavior of bubbles just after CHF 

(q  = 1.06q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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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2. Wetted fraction as a function of the surface super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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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3. Measured heater surface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the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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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4. Active nucleation site density as a function of 

the surface super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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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High Heat Flux 유동가시화 실험

1. 서론

가. 개요

  비등현상은 열전달 효율이 높아 원자로냉각시스템, 반도체 칩 냉각, 보

일러, 증기발생기 및 열교환기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많은 연

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등현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열전달 계수의 예측은 단지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식

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비등현상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기포 거동으로 인

해 실제 현상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등 역에서는 기포의 

이탈현상, 합체현상 및 유동양식, 열역학적 불평형, 열전달 표면의 상태, 

그리고 유체성질의 효과 등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보

다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가시화 연구에 전념하 다. 1951

년 Gunther 등(1951)을 시작으로 지난 50년 동안 비등현상에 대한 수많은 

가시화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들은 유체의 핵비등시 기포의 주요파라미터

와 기포생성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하 다. 

  유동의 가시화 연구를 분류해보면 1) 작동유체에 따른 분류, 2) 실험대 

형태에 따른 분류, 3) 기타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작동유체에 

따른 분류를 보면 Boiling Water, Steam-Water, Boiling Refrigerant 

(R-113, FC72, FC87, R-134a) 등이 있다. 둘째, 실험대 형태에 따른 분류

는 그림 6.4.1에 나타난 것처럼 한쪽면 가열 사각관, 양쪽면 가열 사각관 

그리고 가열봉이 유로 중앙에 있는 환상관 등이 있다. 그리고 셋째, 기타 

분류에서는 채널 가운데 평판 히터, 투명 가열면을 통한 비등 관찰(금 박

막 코팅 유리 가열면, 사파이어 가열면), 중성자 라디오 그라피를 이용한 

가시화, 핵자기 공명장치를 이용한 가시화 등이 있다.

  유동 비등에서의 기포 성장 및 거동 관찰을 위한 가시화 실험에 있어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속의 기포를 순간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초단 노출 광원

  2) 마이크로 스케일 구분 가능한 확대 장비 및 이미지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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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잡한 비등현상의 단순화 가능한 이미지 촬  및 처리 기술

  4) 연속적인 현상을 분석 할 수 있는 연속 촬  기술

주요 가시화 장비로는 고속 비디오 카메라, 스틸 카메라, 스틸 디지털 카

메라, 고속 플래쉬, 레이져 셔터 및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고속 비디오 카메라와 스틸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 

 지금까지의 가시화 연구는 대부분 저유량, 저압조건에서 수행되었다. 고

유량일 경우 유속이 빨라 가시화장비의 한계로 측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

압일 경우 실험장치설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비등현상이 중요한 인

자인 각종 증기발생기 및 보일러, 열교환기 등은 상압 이상의 높은 압력에

서 운전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다양한 압력 조건에서 가시화 실험을 통해 

비등현상의 정확한 예측 메커니즘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연구 동향

  가시화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Gunther 등(1951)은 기포의 크기, 개수, 

성장 및 붕괴 과정을 조사하 고, 또한 기포의 거동과 열전달율의 변화 및 

유속과 과냉도가 기포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Tong 등(1966)은 

R-113을 이용하여 미포화 비등에서 기포크기, 기포경계층 및 유동구조를 

연구하 다. 그들은 가열표면과 기포사이에 과열액막층(superheated liquid 

layer)의 존재를 제안하 다. Mattson 등(1973)은 R-113을 이용하여 기포 

경계층의 두께에 관한 상관식을 개발하 다. Victor와 Kenning(1985)은 가

시화 연구를 통해 기포의 생성주기를 관찰하 으며, 벽면의 과열도가 증가

하면 핵생성지점에서의 기포 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Jiji와 Clark(1962)은 가열표면에서 온도 요동을 관찰하 고, 과냉유동

비등 역을 Single Phase Liquid Core와 Two-Phase Bubble Boundary 

Region으로 나누어 설명하 다. 반면, Kirby 등(1967)은 유동 역을 좀더 

세분화하 다. 이들은 유동 역을 Non Boiling Regime, Nucleate Boiling 

Regime, Bubble Coalesced Regime, Large Bubble Regime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또한, 유동을 수직 상향류와 하향류로 나누어 부력이 기포의 거동

과 CHF(Critical Heat Flux)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수직 하향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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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부력의 향으로 기포의 속도가 낮아져 CHF 값이 낮아지는 것을 관

찰하 다. Bergles와 Fiori(1970)은 작은 기포들이 합체해서 큰 기포덩어리

를 만들며 이로 인하여 표면 열전달 계수가 낮아져 CHF가 발생한다고 주

장하 다. Tippets(1962)은 압력에 따른 CHF의 거동과 실험대의 수력학적

등가직경을 변수로하여 비등현상을 가시화를 통한 연구를 하 다. 압력이 

증가할 수록 그리고 수력학적등가직경이 감소할수록 CHF는 증가하는 것

을 관찰하 다. Galloway와 Mudawar(1993)는 아주 작은 가열표면 (1.6 × 

12.7 mm2)에서 Vapor Layer Wave Length와 Vapor Layer Amplitude을 

측정하 다. Celata 등(1995)은 매우 큰 열유속에서 CHF의 가시화 연구를 

하 고, 이들은 가열표면에서 작은 기포들이 합체해서 Vapor Blanket을 

만들며 이것이 가열표면의 열전달율을 감소시켜 CHF가 발생한다고 주장

하 다. Bibeau와 Salcudean(1994)는 다양한 과냉조건(10, 20, 30, 40, 60 

K)과 질량유속(0.02, 0.1, 0.2 kg/s)에서 비등유동을 관찰하여 이러한 조건

들이 ONB(Onset of Nucleate Boiling)와 OSV(Onset of Significant Void)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또한 위 조건들이 기포의 크기와 생성주기 

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Zeitoun과 Shoukri(1996) 또한 과냉도, 열

유속, 질량유속이 기포의 크기에 미치는 향과 OSV 지점에서 기포의 거

동을 관찰하 다. Nariai 등(1997)은 과냉 유동 역에서 가열길이가 CHF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가열길이가 길어지면 CHF는 감소하 다. 

Kureta와 Akimoto(1998)는 사각채널에서 Channel Gap, 가열면의 넓이와 

길이가 CHF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으며 기존의 CHF 모델과 비교하

다. 최근의 연구로는 Celata 등(2000)의 가시화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열

유속에 따른 기포 변수들(height, diameter)을 조사하 으며, 기포의 종류

를 Micro Bubble, Isolated Bubble, Coalesced Bubble, Large Bubble 등으

로 세분화하 다. 또한 가열표면 온도와 열유속과의 관계를 연구하 다. 

Bang 등(2001)은 미포화 유동 역에서 비등현상과 CHF 메커니즘을 이해

하기 위해 가시화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 고 이들은 가열표면 근처에서의 

Liquid Sublayer의 존재를 주장하 다. Sturgis(1998) 및 Gersey(1995) 등

은 CHF현상을 히터의 가열길이(10, 30, 110 mm)에 따른 향을 연구하

고, 또한 실험대를 수직, 수평, 45°로 놓고 실험대 방향에 따른 CHF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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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연구하 다. 가열길이가 짧을수록 그리고 실험대 방향이 수직으로 갈

수록 CHF 값은 증가하 다. 가열면 상단으로 갈수록 기포의 크기는 증가

하고, 과냉도와 유속이 증가 할 수록 기포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하

다. 표 6.4.1은 지금까지의 가시화 연구동향을 보여준다.

다.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고과냉 유동비등에서 다양한 압력 변화에 따른 기포 

발생 메커니즘을 가시화를 통해 이해하고자 함이다. 수많은 유동비등의 가

시화 실험이 수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비등현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

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실험은 대기압 근처의 저압에서 주로 

수행되었는데, 본 실험은 고압의 역까지 다양한 압력조건에서 가시화 실

험을 하 다. 본 실험은 다양한 압력, 입구 과냉도 및 질량유속을 주요 변

수로 하 고, 이들이 기포 발생에 미치는 향을 체계화하여 연구하 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열전달계수의 거동을 살피었다. 본 비등유동 가시화 

실험의 목적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열유속 및 압력의 향에 따른 기포의 거동 이해

(2) 가시화를 통한 유동비등 현상의 물리적인 이해

(3) 고압에서의 가시화 실험 기술 축척

2. 실험장치

가. 장치의 구성 및 성능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HHF(High Heat Flux) 열수력 루프를 

이용하 다. 본 실험 장치의 최고 운전 압력은 10.0 MPa, 운전 온도는 

310 ℃를 갖는 물 순환 폐 루프이다. 루프의 주 배관은 1 inch, Sch. 80, 

SUS 304 파이프를 사용하 다. 실험 장치의 계략도는 그림 6.4.2에 나타

나 있다. 실험 장치는 순환펌프, 유량계, 예열기, 실험대, 혼합기, 냉각기 

및 가압기 등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환펌프로부터 순환용수가 

배출되어 예열기에서 설정된 실험대 입구 온도로 가열된다. 실험대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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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기포는 혼합기에서 응축되고 응축된 순환용수는 냉각기를 통해 설정된 

온도로 냉각되어 다시 순환 펌프로 되돌아온다. 실험대 입구 압력은 고압 

질소를 이용한 Accumulator를 통해 루프 압력을 조절한다. 설정된 실험대 

입구의 온도 및 압력 조건 등이 정상 상태로 유지되면 실험을 시작한다. 

실험대의 가열부에 전력이 인가되고 비등이 일어나면 고속 비디오 카메라 

및 디지털 스틸 카메라로 비등현상을 촬 한다. 

(1) 순환펌프

  주순환펌프는 최대 유량이 3.6 m3/hr, 양정 50 m H2O의 Non-Seal 

Type Canned Motor 펌프이다. 펌프 양정은 루프설계 시 최대 유량을 기

준으로 압력손실을 계산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 다. 유량조절을 위

하여 펌프모터 조절용 VVVF 인버터를 설치하 고, 유량의 미세 조절은 

우회밸브 및 유량조절용 제어밸브를 설치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펌프의 주재원은 표 6.4.2와 같다.

(2) 예열기

  실험대 입구 용수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예열기가 실험대 입

구 전단에 설치되었다. 예열기는 세 개의 가열봉이 직렬로 설치되었다.  

가열봉이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봉 끝단에는 Tie Rod가 설치되어 

있다. 각 가열봉은 13.3 kW의 열량을 내며, 실험대 입구 부분에 부착된 

열전대를 통해 온도 신호를 받아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 조절

장치가 내장되 있는 제어판에서 설정된 온도로 가열봉의 출력이 제어된다. 

예열기의 개략도가 그림 6.4.3에 나타나 있다.

(3) 실험대

  실험대의 주요 구성 부품은 본체부분, 가시화 창, 히터, 절연체, 부스바 

등으로 구성되었다. 실험대의 유로는 10 × 10 mm
2
의 사각 채널이며 수

직으로 설치되었다. 주루프의 주배관이 1 inch 파이프이므로 실험대에서 

실험용수를 완전 발달시키기 위해 실험대와 같은 크기의 유로를 수력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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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길이의 40배인 400 mm인 유로를 실험대 앞단에 설치하 다. 실험대

의 본체재질은 SUS 304이며 유로는 정 하게 가공되었다. 가시화 창은 

높은 압력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인 Pyrex로 만들었다. 가열면을 마주

보는 면과 양 옆면에 가시화 창이 설치되었고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면적

은 각각 10 × 100 mm2이다. 

  히터의 재질은 Inconel 600이며 가열면은 3 × 100 mm이며 두께는 2.5 

mm이고 가열표면의 조도는 0.152 μm이다. Inconel 600의 저항률은 

103 μΩcm이다. 히터의 가열은 Joule 효과를 이용한 직접 가열방식이고 

최대 15 MW/m
2의 열유속을 공급할 수 있다. 히터의 뒷면에는 절연체가 

설치되었고 재질은 세라믹이다. 부스바는 구리로 만들어 졌으며 히터의 열

팽창증가를 흡수하기 위해 Flexible Joint를 중간에 설치하 다. 그림 6.4.4 

∼ 6은 각각 실험대와 히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히터의 가열표면온도 측정을 위해 0.5 mm K-type 열전대(TE114)가 부

착되었다. 가열표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유체의 온도분포를 측정하기 위

하여 0.5 mm 열전대 네 개(TE115 ∼ TE118)가 설치되었다. 이는 히터표

면으로부터 유로의 온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가열표면에 부착

된 열전대는 전력공급기의 설정온도 용으로도 사용한다. 이는 DAS(Data 

Acquisition System)에서 히터 표면의 온도가 설정온도 이상이 되면 전원 

공급을 차단하게 프로그램 되어있다. 히터표면의 설정온도 이상에서는 히

터가 파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

(4) 혼합기

  본 실험 장치는 과냉유동에서의 비등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실험

대 출구에서의 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펌프출구의 과 냉

각된 용수는 Bypass를 통해 혼합기로 들어가고 실험대에서 발생한 기포

를 응축시킨다. 응축된 용수는 냉각기를 통해 설정된 온도로 냉각된 후 펌

프로 보내진다. 그림 6.4.7은 혼합기의 계략도를 보여준다.

(5)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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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대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여 장치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

여 공기 대 물 방식의 Air-Cooler가 설치되었다. 이는 루프의 운전상태가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만약 온도차가 큰 물 대 물 방식의 열 교환기를 사

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각기의 크기는 가로

(1850mm) × 세로(1820mm) × 높이(2500mm)이다. 최대 열제거량은 100 

kW이며 냉각기 전․후단에 Bypass를 설치해서 열제거량을 조절한다. 그

림 6.4.8은 Air-Cooler를 보여준다. 

(6) 가압기

  루프의 압력을 올리는 방법을 보면 본 실험 장치는 폐 루프이므로 고압

의 질소 가스를 이용한 가압방식을 사용한다. 질소가 용수에 녹아 들어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와 질소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 Accumulator

를 가압기로 사용한다. Accumulator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면 용수와 질소 

가스사이에 있는 막이 팽창하면서 시스템 압력이 증가된다. 또한 루프 압

력은 Accumulator 상단에 설치한 질소가스 배출밸브를 열어 감소시킬 수 

있다. 가압기의 용적은 여유 있게 설계해야 압력요동을 줄일 수 있다. 

Accumulator로 들어가는 용수는 냉각기를 거치는데 이는 Accumulator에 

설치된 얇은 막이 100 ℃이상이 되면 파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프의 

최고 운전온도는 310 ℃이므로 고온의 용수가 Accumulator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림 6.4.9는 가압 시스템을 보여준다. 

나. 주요 측정변수 및 계측기

  본 실험의 주요 측정변수는 실험대 입구 유체온도, 압력, 유량, 히터의 

표면온도 및 히터에 인가되는 전력이다. 주 루프를 순환하는 용수온도, 냉

각기 입․출구 온도, Accumulator 입구 등의 온도는 Chromel-Alumel 비

접지형 K-type Ungrounded Sheath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용수 온

도용으로는 주로 외경 3.18 mm SUS 304 Sheath 열전대가 사용된다. 가

열봉의 표면온도 및 표면주의의 유체 온도분포 측정용으로는 0.5 mm 

K-type 열전대가 사용된다. 또한 실험대 입․출구 및 가열봉 뒷면의 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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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계산하기 위한 온도측정용으로는 1 mm K-type 열전대를 사용한다. 

  실험장치에서의 주요 압력 측정 위치는 펌프 입․출구, 실험대 입․출구 

그리고 가압기 등이 있다. 압력은 압력발신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루프

의 운전 및 용수의 열역학적 변수 계산 등의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차압 

또한 차압발신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주요 측정 위치는 유량측정을 위한 

오리피스 전․후단, 실험대 입․출구이다. 압력 및 차압 발신기는 오차가 

±0.5 %인 미국 Rosemount의 것을 사용하 다. 압력계의 전원 24 V이며 

분배기를 통하여 공급하 고, 압력교정은 Rosemount사의 데드웨이트 교

정기를, 차압교정은 Druck사의 DPI 515 차압교정기를 사용하 다. 압력 

또는 차압 발신기에서 발신된 4∼20 mA의 압력신호는 격리 신호 배분기

(ISD)에서 1∼5V로 변환하여 DAS로 보낸다. DAS에서는 프로그램을 통

해 1∼5V를 공학단위 압력으로 변환한다. 

  실험대에서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범위가 다른 두 개의 오리피스 

유량계를 설치하 다. 오리피스 유량계는 ISO 규격에 따라 Flange Tap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두 개의 오리피스 중 하나는 저유량 측정용이고 다

른 하나는 고유량 측정용이다. 이는 오리피스 특성상 광범위한 유량을 측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유량은 1 inch 파이프를 사용하 고, 저유량은 

1/2 inch 파이프를 사용했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후단에는 유량 제어 밸브

가 설치되었으며 제어반에서 이를 제어한다. 루프를 순환하는 용수의 유량

은 실험유량 범위에 따라 각 오리피스 유량계에 연결된 차압발신기로 측

정한다. 오리피스의 차압 범위는 5000 mmH2O이고 저유량의 범위는 0.4 

kg/s 이내이고, 고유량의 범위는 0.4 ∼ 1.2 kg/s 일 때 사용한다. 유량의 

측정은 오리피스 양단에서 발생하는 차압을 입력 변수로 하여 다음의 유

량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다.

  본 실험에서 가열봉의 전기 에너지 인가 방식은 직류전류를 이용한 직

접가열 방식을 사용하 다. DC Power Supply는 HP 6681A를 사용하 으

며, 최대 전압과 최대 전류는 각각 8V, 580A이다. HP 6681A는 HP-IB 케

이블을 이용하여 PC에 연결되고, HP-VEE 프로그램에서 전압 또는 전류

를 제어하게 된다. 

  DAS는 각 측정기로부터 전달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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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Scanning A/D Converter,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수집․처리하

기 위한 Computer Processor, 처리된 정보에 따라 각 제어기에 신호를 보

내기 위한 D/A Converter,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등

으로 구성되었다.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은 HP-VEE 프로그램을 이용

하 다. 온도 센서는 23개, 압력 센서는 6개, 차압 센서는 3개가 있고, 데

이터의 스케닝속도는 0.7초이다. 그림 6.4.10은 HP-VEE 프로그램을 보여

준다.

  본 실험에서의 가시화 장치는 High Speed Video Camera와 Digital 

Still Camera를 사용한다. High Speed Video Camera는 NAC, HSV-1000 

모델을 사용하 고, 촬  속도는 500 fps, 1000 fps로 하 다. Digital Still 

Camera는 KODAK DCS460C 모델을 사용하 으며, 본 카메라의 최대 해

상도는 3060 × 2036(6.23M pixels)이다. 또한 105 mm MICRO NIKKOR 

렌즈를 사용하 다. 최대 노출 속도는 1/8700초이다. 사진 촬 은 가열면

의 정면과 양쪽 측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6.4.11은 가시화 실험 장치

의 계략도를 보여준다.

다. 실험 방법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하 다. 먼저 Feed Water 

Pump를 이용하여 증류수를 루프에 공급한다. 이때 Vent 밸브와 Drain 밸

브를 충분한 시간동안 열어 루프내의 비응축가스를 방출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든 밸브를 닫고 순환용수 펌프를 가동한다. 예열기에 전력을 인

가하여 서서히 루프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또한 가압기를 이용하여 루프의 

압력을 상승시킨다. 펌프의 회전수와 유량조절 밸브를 이용하여 설정된 유

량 조건으로 운전 되도록 한다. 실험대 입구에서의 유체온도, 압력, 유량 

조건이 설정치에 도달하면 실험대의 가열봉에 전력을 인가한다. 공급 전력

을 Step 상태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전력을 증가할 때마다 수 십분 동안 

유지하여 정상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Step으로 증가시킨다. 설정된 조건

에서 비등현상이 시작되면 가시화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이때 

실험조건에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들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다양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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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압력조건과 과냉도 조건에서 비등 현상시 기포의 거동과 기포 변수 측

정을 수행한다. 입구 압력, 과냉도 및 질량유속에 따른 비등현상의 체계적

인 연구를 수행한다. 표 6.4.3에는 실험 조건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가. 가시화 실험

(1) 수조비등 가시화 실험

  유동 비등의 가시화에 앞서, 같은 압력조건에서 유량공급이 없는 수조비

등현상을 먼저 가시화 실험을 하 다. 이는 압력의 향이 기포변수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동일한 열유속조건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기포의 크기는 감소하며, 동일

한 압력조건에서 열유속이 증가하면 기포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4.12는 동일한 입구과냉도 77 K와 열유속 1.52 MW/m2 

일 때 압력에 따른 기포의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사진은 가열길

이 100 mm중 상단 32.7 mm를 보여준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포의 크기는 작아지고, 개수는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다. 그림 6.4.13은 동일한 압력조건에서 열유속에 따른 기포거동을 보여준

다. 열유속은 좌측 사진부터 각각 0.6, 1.52 MW/m
2이다. 동일한 압력과 

입구과냉도에서 열유속이 증가 할 수록 기포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2) 유동비등 가시화 실험

  유동비등의 가시화 실험은 수조비등의 가시화실험보다 어렵다. 유동비등

에서는 기포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정지상태로 촬 할 수 

있는 초단광원의 노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유속이 2 

m/s이며 1/8700초의 광원을 방출하는 Nikon Speed Light를 사용하 다. 

그림 6.4.14에 나타난 것처럼 압력이 증가할수록 좀더 높은 열유속에서 비

등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포표면에서 생성된 기포는 가열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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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탈하면서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탈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측면에

서 촬 한 사진을 보면 가열표면에서 기포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할 수가 있다. 가열표면에서 생성된 기포들은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작

은 기포들이 합체하여 큰 기포를 생성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3.2(a)

와 (b)는 압력이 0.3 MPa, 입구과냉도는 50 K 그리고 열유속이 각각 2.56, 

4, 5.17, 5.3 MW/m2 일 때의 유동비등현상을 정면과 측면에서 가시화 한 

사진이다. 

(3) 고압에서의 유동비등 가시화 실험

  이번 절에서의 실험결과는 고압에서 동일한 입구조건에서 압력과 열유

속의 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사진이다. 실험대 입구 압력은 각각 0.5, 

1.0, 2.0 MPa이다. 실험대 입구조건은 모두 질량유속 1000 kg/m
2s, 입구과

냉도는 0.5 MPa 일 때 132 kJ/kg, 1.0, 2.0 MPa 일 때는 140 kJ/kg이다. 

입구과냉도를 동일하게 130 kJ/kg으로 설정했지만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 다. 열유속은 각각 1.12, 3.50, 4.34, 5.33 

MW/m
2를 인가하 다. 열유속 또한 정확하게 설정치를 인가하지 못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 다. 각 실험에서의 출구건도는 열역학적 평형상태를 이

용하여 계산하 다. 그림 6.4.15 ∼ 6.4.17은 입구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열유속에 따른 기포거동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열유속(혹은 

출구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4.18은 동일 열유속 및 입구조건에서 압력에 따른 기포거동을 보여

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의 크기가 작아진

다. 

나. 고속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기포 거동 이해

  이 절에서는 수조비등 및 유동비등에 대해서 고속 비디오 카메라로 촬

한 이미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촬 에 사용된 카메라는 NAC, 

HSV-1000 모델로 촬 속도는 1/500, 1/1000 fps이다. 실험에서 1/1000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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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촬 하 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촬 속도가 

증가할수록 많은 양의 빛을 필요로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림 6.4.19는 수조비등현상을 1/500 fps로 촬 한 것을 시간별로 

30장의 사진을 나열한 것이다. 실험조건은 입구과냉도 50 K, 입구압력 0.1 

MPa, 열유속 1.04 MW/m2 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력에 의해 가

열표면에 생긴 기포는 가열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상승하며 이때 큰 기포

가 작은 기포들을 합체하여 더욱 커져 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6.4.20은 입구과냉도 60 K, 입구압력 0.1 MPa, 질량유속 2000 kg/m2s, 열

유속 11.4 MW/m
2
의 조건에서 유동비등 현상을 촬 한 결과이다. 사진에

서 알 수 있듯이 뭉쳐진 기포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Image Processing을 이용한 기포의 크기 측정

  앞 절에 나타난 다양한 압력과 열유속 조건에서 유동비등 현상에 대한 

가시화 사진을 Image Processing을 이용하여 각각의 압력 조건에 따른 기

포의 크기 및 개수를 분석하 다. Image Processing은 Image Pro 4.5 프

로그램을 이용하 다. Image Processing 절차는 먼저 획득한 사진을 프로

그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사진을 

Photo Shop 5.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rightness/Contrast를 조정하여 기

포가 정확히 보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포가 아닌 불필요한 

잔상들은 제거를 한다. 각각의 사진은 가열면 최상단의 3 × 3 mm 면적

에서의 기포들을 분석한 것이다. 실험조건은 사진의 하단에 잘 나타나 있

다. 그림 6.4.21은 압력 0.5, 1.0, 2.0 MPa에 대해 열유속이 각각 3.5, 3.35, 

3.62 MW/m
2
인 사진을 Image Processing한 것이다. 압력이 증가 할 수록 

거의 동일한 열유속과 입구조건에서 기포의 크기 및 개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다양한 압력과 열유속 조건에서 물을 이용한 수조비등 및 과냉 유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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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현상을 가시화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본 실험에서 얻은 결론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조비등에 있어 일정한 과냉도와 열유속조건에서 압력의 증가는 

기포의 크기를 작게 하 다. 

(2) 수조비등에서 일정한 과냉도와 압력조건에서는 열유속이 증가하면 

기포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하 고, 가열표면에서 작은 기포들이 

합체하여 큰 기포덩어리를 만들었다. 

(3) 유동비등에서도 과냉도와 열유속 조건이 같을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포의 크기가 작아졌다.

(4) 유동비등에서 가열표면위에 기포경계층이 생성되었고, 표면에서 떨

어져 나가는 기포는 가열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하다가 

Liquid Core에 방출된다.

(5) 유동비등에서도 열유속이 증가하면 가열표면의 기포들이 합체하여 

큰 기포덩어리를 만들었다.

(6) 압력이 증가 할 수록 동일 열유속에서 출구건도는 낮아지고 동일압

력에서 열유속이 증가 할 수록 출구건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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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1 Visualization experiments for boiling

Year Author Fluid
Test

Section

Pressure

(MPa)

Flow Rate

(kg/m2s)

Subcoolin

g

(K)

'51 Gunther et al. water Rectangular(V) 0.1-1.1 1500-12000 12-160

'62 Jiji & Clark water Rectangular(V) 1.36
0.3-1.8

(m/s)
50

'62 Tippets water Rectangular(V) 0.1 240-1900
90-500

(kJ/kg)

'66 Tong et al. R-113 Rectangular(V) 0.13 540-2400 40-60

'67 Kirby et al. water Annulus(V) 0.17-1.36 1350 6-83

'70
Bergles & 

Fiori
water Annulus(V) 0.2-0.6 700-10000 23-70

'73 Mattson et al. R-113 Rectangular(H) 0.7-2.4 1600-5500 22-67

'85
Victor & 

Kenning
FC-87 Rectangular(V) 0.1 200-2000 24-84

'93
Galloway & 

Mudawar
water Rectangular(V) 0.14 600-3500 8

'94
Bibeau & 

Salcudean
water Annulus(V) 0.1

0.08-1.2 

(m/s)
10-60

'95
Mudawar et 

al.
FC-72

Rectangular

(V,H, 45°)
0.13 0.3-2.5 (m/s)

near Sat. 

Temp

'95 Celata et al. water Annulus(V) 0.28-1.16 3440-8000 110-164

'96
Zeitoun & 

Shoukri
water Annulus(V) 0.12-0.17 152-411 11-31

'97 Nariai et al. water Rectangular(V) 0.1 2000-4000 60

'98
Kureta & 

Akimoto
water Rectangular(V) 0.1 846-15100 10-70

'98
Mudawar et 

al.
FC-72 Rectangular(H)

0.1

(outlet)
400-16800

3-29

(outlet)

'00 Celata et al. water Rectangular(V) 0.1-0.5 3-5 (m/s) 130-160

'01 Bang water Rectangular(V) 0.115 500-2000 50

'01 This Study water Rectangular(V) 0.1-10 100-10000 50-100

  

                                         (V : Vertical,  H :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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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2 Technical specification for main circulation pump

Parameter Specification

Mass flow rate 1.2 kg/s, Max.

Head 50 m H2O, Max.

RPM 3600 , Max.

Inlet diameter 1 inch

Outlet diameter 1 inch

Power 440 Volt, 3 Phase

Table 6.4.3 Test matrix

Main parameter Test condition

Inlet pressure [MPa] 0.1 - 2.0

Inlet subcooling 
50 - 62 [K]

132 - 140 [kJ/kg]

Mass flux [kg/m
2s] 0 - 2000

Heat flux [MW/m
2] 0.6 - 11.4

Heated area [mm2] 3 × 100

Flow area [mm
2
]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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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 Test section geometries for various flow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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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2 Schematic diagram of high heat flux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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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3 Schematic diagram of preheater

Fig. 6.4.4 Schematic diagram of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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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5 Photo of test section

Fig. 6.4.6 Schematic diagram of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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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7 Schematic diagram of mixer

Fig. 6.4.8 Schematic diagram of air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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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9 Schematic diagram of pressuriz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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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0 Data acquisition system using HP-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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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1 Schematic diagram of visu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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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4.12 Effect of pressure on bubble behavior in pool boiling

 Inlet subcooling: 77 K, Heat flux 1.52 MW/m
2

Inlet pressure: (a) 0.3, (b) 0.5, (c) 0.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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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3 Effect of pressure on bubble behavior in pool boiling

Inlet subcooling: 77 K

Heat flux: 0.6, 1.52 MW/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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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image

(b) Side image

Fig. 6.4.14 Effect of heat flux on bubble behavior in flow boiling

Inlet subcooling: 50 K, Inlet pressure: 0.3 MPa, Mass flux: 2000 kg/m
2s

Heat flux: 2.56, 4.0, 5.17, 5.3 M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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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image

(b) Side image

Fig. 6.4.15 Effect of heat flux on bubble behavior in flow boiling

Inlet pressure: 0.5 MPa, Inlet subcooling: 132 kJ/kgPa, 

Mass flux: 1000 kg/m2s

Heat flux: 1.12, 3.5, 4.34, 5.33 MW/m
2

Exit quality: -0.061, -0.058, -0.05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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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image

(b) Side image

Fig. 6.4.16 Effect of heat flux on bubble behavior in flow boiling

Inlet subcooling: 140 kJ/kg, Inlet pressure: 1.0 MPa, 

Mass flux: 1000 kg/m
2
s

Heat flux: 1.06, 2.3, 3.35, 4.44, 5.32 MW/m2

Exit quality: -0.068, -0.066, -0.064, -0.063, -0.062



- 575 -

(a) Front image

(b) Side image

Fig. 6.4.17 Effect of heat flux on bubble behavior in flow boiling

Inlet subcooling: 140 kJ/kg, Inlet pressure: 2.0 MPa, 

Mass flux: 1000 kg/m2s

Heat flux: 1.27, 2.43, 3.62, 4.45 MW/m
2

Exit quality: -0.073, -0.072, -0.069, -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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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image

(b) Side image

Fig. 6.4.18 Effect of pressure on bubble behavior in flow boiling

Mass flux: 1000 kg/m
2s

Inlet subcooling: 132, 140, 140 kJ/kg

Inlet pressure: 0.5, 1.0, 2.0 MPa

Heat flux: 3.5, 3.35, 3.62 MW/m2

Exit quality: -0.058, -0.064,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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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9 High speed video images in pool boiling

Inlet subcooling: 50 K, Inlet pressure: 0.1 MPa, Heat flux: 1.04 M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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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9 High speed video images in pool boiling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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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20 High speed video images in flow boiling

Inlet subcooling: 60 K, Inlet pressure: 0.1 MPa, 

Mass flux: 2000 kg/m2s, 

Heat flux: 11.4 MW/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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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20 High speed video images in flow boiling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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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Diameter 

(mm)
Min 0.03
Max 0.72
Mean 0.22
Std. Dev 0.10
Samples 260(EA)

Statistics
Diameter 

(mm)
Min 0.03
Max 0.47
Mean 0.16
Std. Dev 0.04
Samples 250(EA)

Statistics
Diameter 

(mm)
Min 0.03
Max 0.17
Mean 0.08
Std. Dev 0.02
Samples 126(EA)

Fig. 6.4.21 Bubble size and number of bubbles

Inlet subcooling: 132, 140, 140 kJ/kg

Inlet pressure: 0.5, 1.0, 2.0 MPa

Mass flux: 1000 kg/m
2s

Heat flux: 3.5, 3.35, 3.62 MW/m2

Exit quality: -0.058, -0.064,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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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울트라소닉 센서를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기술

1. 개 요

  원자력 열수력 안전관련 연구에 있어서 2상 유동 현상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중요한 현상이다. 특히, 2상 유동양식은 2상 

유동 열전달 특성, 2상 유동 압력강하 특성 등의 다양한 2상 유동 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2상 유동양식의 천이 현상은 사고시 원자로심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또한 차세대 원자로 및 신형 원자로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

운 개념의 안전 계통 및 안전 기기들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2상 

유동양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임계열유속 관련 연구에서는 2상 유동 양식의 천이 현상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임계열유속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2상 유

동 양식의 천이 경계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Whalley et 

al., 1974; Levy et al., 1981; Katto, 1984; Hong et al., 2000).

  

  2상 유동 측정 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원자력을 비롯한 다른 분야

에서도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2

상 유동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육안관

찰 및 사진 촬 법, 압력강하 측정법, 방사선(X-ray 또는 Gamma-ray) 측

정법, 전기전도도 및 임피던스 측정법, 그리고 초음파 측정법 등이 있다.

  육안관찰 및 사진 촬 은 2상 유동 양식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지만, 관이 투명하지 않은 고온 고압 유동조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압력강하 측정을 통한 2상 유동양식의 판별에 관한 연구는 Tutu 

(1982), Matsui (1984), 그리고 이상천 외(1987) 등에 의해 이루어 졌다. 

Tutu와 Matsui는 수직관내 두 지점에서의 순간 압력 강하 값의 진폭특성

을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분석하여 유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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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별하 다. 이 경우 기포류, 슬러그류, 그리고 환상류에 대하여 각각의 

고유한 확률 도함수의 특성을 얻었다. 이상천 등은 수평관내에 오리피스

를 설치하여 관의 단면적의 갑작스런 축소를 통한 압력강하 값을 통계적

으로 해석하여 유동양식을 규명하 다. 압력강하 특성을 이용하여 2상 유

동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압 및 고압의 두개의 압력 탭 설치 구간내

에서는 유동양식의 천이가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정확한 유동양식의 측정

이 가능하다. 하지만 2상 유동의 경우 기포들의 합체와 붕괴에 의해 유동

의 진행방향으로 유동양식의 천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압력강하 측정 구간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유동양식이 공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압력

강하 특성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정확한 2상 유동양식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도 탐침을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법은 기체상과 액체상의 전기전

도도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Solomon (1962)

과 Haberstrah와 Griffith (1965) 등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후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량된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유로내에 삽입된 

전도 탐침에 의해 측정되는 전압의 시간에 따른 변화 특성으로부터 유동

양식을 유추하 으며, 각 유동양식의 특성에 적합한 모양의 전도 탐침을 

개발하 다. 또한 Song과 Chung (1994)는 임피던스 프로브를 이용하여 

수직관내에서의 기포류와 슬러그류 천이를 연구하 다. 그는 주어진 유동 

양식 조건에서 측정된 작동유체의 전기적 임피던스 값을 확률 도함수로 

분석하여 유동양식을 판별하 다. 

  방사선 (X 선 또는 감마선) 투과법을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법은 단

일 방사선 빔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중 방사선 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일 방사선 빔을 이용하는 방법은 2상 유체를 투과한 방사선 강도의 시

간적인 변화 특성을 확률 도함수로 표현함으로써 2상 유동양식을 판별하

는 방법이다. 방사선을 2상 유체에 투과시키면 기포율에 따라 방사선의 투

과 강도가 달라진다. 시간에 따른 기포율의 변화를 확률 도함수로 표현함

으로써 2상 유동양식을 측정할 수 있다. Jones와 Zuber (1975)는 단일 X

선을 사용하여 2상 유동양식을 측정하 으며, 기포류/환상류/슬러그류에 

대하여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확률 도함수를 얻었다. 다중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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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을 이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각도로 입사하는 여러 개의 방사선 빔의 

감쇄율 차이로부터 2상 유동양식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Lassahn (1977) 등에 의해 주로 수평관내의 2상 유동양식 측정에 널리 이

용되었다. 방사선을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방법은 작동 유체 및 유로와

의 물리적인 접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유동조건에 대하여 적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방사선 차폐에 매우 세심한 주위가 요구

된다.

  초음파를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에 연구는 Chang과 Morala (1990)

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 발진된 초음파가 기체

와 액체의 상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초음파 트랜스듀서로 돌아오는 

시간(time of flight)으로부터 유로 벽면에서 상 경계면까지의 거리를 측정

하 으며, 측정된 상 경계면까지의 거리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하 고 또한 확률 도함수로 표시함으로써 2상 유동양식을 판별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수평관 내에서 성층류, 파형 성층류, 플러그

류, 그리고 슬러그류를 판별하 다.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은 측정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서의 측정이 가능하며, 또한 유동에 교란을 

주지 않기 때문에 2상 유동양식 측정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관내 2상 유동 조건에서의 유동양식 및 유동양식의 

천이 경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초음파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 으며, 초음파 신호의 변화를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을 위한 실

험 장치 및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2. 측정 원리

가. 초음파의 특성

  음파에는 종축 방향으로 전파하는 종파(longitudinal wave)와 횡축 방향

으로 전파하는 횡파(transverse wave)가 있다. 종파(또는 소 파)의 경우

에는 매질내 입자의 진동이 소리의 진행방향으로 발생하고, 횡파(또는 전

단파)의 경우에는 매질내 입자의 진동이 소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발생한다. 횡파는 고체내에서만 전파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파의 특성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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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의해 생성되어 종축 방향으로 전파되는 초음파 필

드는 두 개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역으로 나뉜다. Near field에서의 초음

파 빔은 원통형으로 전파되며, far field에는 원뿔형으로 전파된다. Near 

field의 경우, 초음파의 진행 방향과 이에 수직하는 단면내에서 음압이 일

련의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Near field는 마지막 최대값을 갖는 지점에서 

종료되며,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far field가 시작된다. Near field

에서는 이와 같은 음압의 변동 때문에, 초음파의 진폭에 근거한 측정에 어

렵움이 있다. Near field의 거리는 트랜스듀서의 주파수와 직경, 그리고 매

질내 음파의 전파속도의 함수로써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N =  D 2f/4c (6.5.1)

여기서,

N = near field 거리

D = 트랜스듀서 엘레먼트 직경

f = 트랜스듀서 주파수

c = 매질내 초음파 전파 속도

이다.

  초음파가 재질이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하면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하게 된다. 이때 반사 및 투과하는 초음파의 음압비

율은 초음파가 진행하는 두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다. 초음파가 제 1 매질에서 제 2 매질로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

사할 경우, 입사파의 음압에 대한 반사파 및 투과파의 음압의 비, 즉 음압

반사율(R)과 음압 투과율(T)은 다음과 같다.

R=
P r
P i
=
ρ2c 2 - ρ 1c 1
ρ 1c 1+ ρ 2c 2

=
Z 2-Z 1
Z 1+Z 2

(6.5.2)

T=
P t
P i
=

2ρ2c 2
ρ 1c 1+ ρ 2c 2

=
2Z 2
Z 1+Z 2

(6.5.3)

여기서, Pi, Pr, Pt는 각각 입사파, 반사파, 그리고 투과파의 음압 나타내

고, ρ는 매질의 도, 그리고 c는 매질내에서의 음속이다. 아래첨자 1은 

입사 매질을, 아래첨자 2는 투과 매질을 나타낸다. 또한 ρc는 매질의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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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Z)라고 불린다.

  식 (6.5.2)에서 보듯이 입사 매질과 투과 매질간의 음향 임피던스의 차

이가 적을 때는 입사 초음파는 거의 반사되지 않는 반면에, 액체와 기체와 

같이 두 물질의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가 심하게 되면 음압 반사율은 1에 

가까워져 입사 초음파는 거의 100% 반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액체상과 

기체상 경계면에서 입사 초음파가 거의 100% 반사되는 현상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2상 유동양식의 판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된다.

나. 초음파 펄스-에코법을 이용한 유동양식 측정 원리

  초음파 펄스-에코법을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은 Chang과 Morala 

(1990)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들은 수평관내 2상 유동양식 측정에 초음파 

펄스-에코법을 적용하 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수평관내 성층류/파형 

성층류/플러그류/슬러그류를 판별할 수 있었다.

  Figure 6.5.1은 수평관내 파형 성층유동시 얻게되는 초음파 펄스-에코 

파형이다.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 발진된 입사 초음파는 먼저 벽면과 액체

상의 경계면에서 일부가 반사되어 다시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에코 신호로 

입사되고, 나머지는 액체상으로 투과된다. 액체상으로 투과된 초음파는 액

체상과 기체상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어 초음파 트랜스듀서로에 에코 

신호로 돌아온다. 각각의 에코신호가 초음파 트랜스듀서로 돌아오는 시간

(time of flight)은 벽면의 두께와 벽면으로부터 액체/기체 상계면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일정한 시간 주기를 갖고 연속적으로 초음파를 발

진시킨다. 이때 액체/기체 상경계면으로부터 돌아오는 에코 신호의 time 

of flight를 측정하여 시간축에 연속적으로 표시하면, 수평관내 성층 파형

류는 Fig. 6.5.2와 같은 그래프로 표시된다. Figures 6.5.3∼6.5.5는 각각 성

층류/플러그류/슬러그류에 대한 에코 신호의 피크값만을 연속적으로 측정

하여 얻게 될것으로 예상되는 그래프이다.

  Figures 6.5.2∼6.5.5는 액체/기체 상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에코 초음파의 

획득 확률이 높은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그래프들이다. 만약 액체/기체 상

경계면이 매우 요동이 심한 경우에는 상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초음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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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초음파의 입사각도와는 다르게 되며, 반사각도와 입사각도의 차이가 

크게 되면 반사된 에코신호는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설치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에코 신호의 손실율이 증가하면 Fig. 

6.5.2∼Fig. 6.5.5의 그래프에는 많은 불연속점들이 생겨나며, 불연속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는 유동양식의 판별이 부정확해

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써, 획득된 에코 신호

의 time of flight를 시간축에 직접 표시하는 대신에 확률 도함수로 표시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에코 신호의 손실율에 대해서

도 비교적 정확하게 유동양식을 판별할 수 있다.

다. 초음파 투과법을 이용한 유동양식 측정 원리

  초음파 투과법을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방법은 본 연구를 통해서 제

안되었으며, 수직 2상 유동양식을 판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

음파 펄스-에코법은 수신된 에코 신호의 비행시간 특성을 이용하여 2상 

유동양식을 판별하는 반면에, 초음파 투과법은 초음파의 2상 유동 투과율

과 투과 초음파의 크기 특성을 이용하여 2상 유동양식을 판별한다.

  Figure 6.5.6과 6.5.7은 수직관내 2상 유동양식에 따른 예상되는 초음파 

입사/투과 신호와 시간의 경과, 즉 연속적인 입사파의 발진에 따른 투과 

신호 특성을 보여준다. 단상 액체유동의 경우에는 입사된 모든 초음파는 

수신기에 도달된다. 기포류의 경우 거의 모든 입사 초음파가 수신기에 도

달한다. 하지만 일부 입사 초음파는 작은 기포들의 상경계면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투과된 초음파의 진폭이 크게 감소한다. 2상 유체를 투과하는 초

음파의 크기는 기포율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된다. 슬러그/천 유동의 경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직경보다 큰 기포가 지나갈 때는, 입사된 초음파가 

기체 슬러그 기포의 상경계면에서 모두 반사되기 때문에 수신기에 도달하

는 초음파 신호가 없게 된다. 반면 작은 기포들을 동반하는 액체 후미가 

지나갈 때에는 일부 초음파가 투과되어 수신된다. 유동양식의 특성상 투과 

초음파의 수신 신호는 주기적인 특성을 보인다. 반면 환상류(annular 

flow)의 경우 유동 중심에 gas core가 형성된다. 따라서 입사된 초음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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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막과 gas core의 상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기 때문에 초음파 수신기에

서 측정되는 초음파 신호는 없게 된다.

3. 실험 장치

  초음파 투과법을 이용한 수직 2상 유동양식 판별을 위한 실험 장치를 

구축하 다. 실험 장치는 (1) 수직 상향 동향 (vertical upward cocurrent) 

2상 유동이 발생하는 test section과 (2)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투과 초음파

를 수신하는 초음파 송/수신기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그리고 (3) 고주파

수의 수신된 투과 초음파 파형을 측정․저장하고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구성된다. Figure 6.5.8은 본 실험장치의 사진

이다.

가. Test Section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임계열유속이 관심이 되는 가열 수직

관내 2상 유동양식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초음파 측정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측정된 초음파 신호에 의해 판

별되는 2상 유동양식이 수직 test section내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2

상 유동양식과 제대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육안관찰에 의해 

판별된 2상 유동양식과 초음파 신호에 의해 판별되는 유동양식을 비교하

는 것이 초음파 측정방법의 건정성을 검증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test section을 사용하

으며, 공기와 물의 2상 유체를 사용하 다.

  Figure 6.5.9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test section에 대한 개략도이다. 본 

실험에서는 내경이 7.5mm와 20.0mm인 수직 원형 유로가 사용되었다. 내

경이 7.5mm인 유로는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노심의 수력직경과 유

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직 유로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

틸이며,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의 중간에 육안관찰이 가능한 아크릴 유니온 

블록을 설치하 으며, 아크릴 유니온 블록에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설치하

다. 또한 아크릴 유니온 블록의 내경은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의 내경과 

동일한 7.5mm이다. 유로의 하단에는 공기와 물의 혼합기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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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물 혼합기의 전단의 물 주입관과 공기 주입관에는 각각 계측 범위가 

다른 두 개의 유량계를 병렬로 설치하 으며, 주입되는 유량범위에 맞는 

유량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된 유량계의 종류는 

Rotameter이다. 

나. 초음파 송/수신기 및 트랜스듀서

  초음파 송신기는 전기적인 삼각파 또는 사각파를 만들어 초음파 트랜스

듀서에 보내고,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이러한 전기적인 파를 음향파로 변환

하여 측정 매질로 보낸다. 매질을 통해 전파하던 초음파는 매질간의 경계

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초음파 송신 트랜스듀서에 도달하거나, 혹은 매질을 

투과하여 반대편에 위치한 수신전용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도달한다. 이렇

게 수신된 초음파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의해 다시 전기적인 파로 변환

되어 초음파 수신기로 보내지고, 초음파 수신기는 수신된 전기적 파를 증

폭하고 여과한 후 오실로스코프나 기타 data acquisiton 장비로 송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초음파 송/수신기를 구축하 다. 하나는 일반

적인 spike pulse를 발생하여 송신하는 기기 (C&M Tech, Inc., Model: 

UPR-035)이며, 다른 하나는 negative square wave pulse를 발생하여 송

신하는 기기 (Panametrics, Inc., Model: 5077PR)이다. Square wave 펄스

의 경우 근거리 분해능(near surface resolution)의 손실없이 보다 큰 초음

파 수신 신호의 진폭을 얻을 수 있으며, spike wave 펄스 방식보다 약 두, 

세배 높은 신호 대 잡음 비를 얻을 수 있다. 열수력 2상 유동에서는 상경

계면의 요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파괴검사 조건보다 신호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square wave pulse 방식의 초음파 송신기는 spike 

펄스 방식에 비해 신호 획득 측면에서 열수력 2상 유동 조건에 보다 적합

하다 할 수 있다. Table 6.5.1은 두 가지 초음파 송/수신기의 사양을 보여

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Panametrics, Inc.의 세가지 모델을 사용하 다. 사

용된 트랜스듀서의 사양은 Table 6.5.2에 제시하 다.

다.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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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본 바와 같이 2상 유체를 투과하여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도달된 음

향파는 트랜스듀서에 의해 전기적 파로 변형된 후, 초음파 수신기에서 증

폭된다. 증폭된 전기적 파는 data acquisition system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측정되며, 2상 유동양식 판별을 용이하게 하는 data로 가공되어 

PC에 저장된다.

  Data acquisition system은 ① 5MHz 고주파의 초음파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고속 A/D board와 ② A/D board를 제어하고 변환된 디

지털 신호를 2상 유동양식 판별을 위한 data로 가공하는 interface 프로그

램, 그리고 ③ 가공된 data를 화면에 출력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PC

로 구성된다.

  고속 A/D board는 National Instruments
TM의 NI5112 Model을 사용하

다. NI5112는 100MS/s의 실시간 샘플링이 가능하다. 또한 board 자체에 

32MB의 버퍼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측정된 data의 가공 및 PC의 하

드디스크로의 저장 또한 가능하다. 이에 따라 data의 측정 및 가공에 있어

서 매우 유연한 특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Table 6.5.3은 NI5112 board에 

대한 사양을 제시하고 있다.

  고속 A/D board를 제어하고 측정된 data를 가공하고 PC에 저장하는 

interface 프로그램은 LabVIEW
TM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Figure 6.5.10

은 PC 모니터상에 보여지는 LabVIEW interface 프로그램의 제어 및 측

정 화면이다. Interface 프로그램에는 A/D board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입

력창과 측정 및 가공된 초음파 신호를 표시하는 다양한 그래프 창으로 구

성된다.

  제어 입력창에는 (1) 측정 채널 선택창, (2) vertical range 입력창, (3) 

trigger level 입력창, (4) sampling rate 입력창, (5) 단일 파형당 sampling 

개수 입력창, (6) 파형 측정 반복 횟수 입력창, (7) trigger source 입력창, 

(8) trigger delay 시간 입력창, 그리고 (9) 측정 및 가공된 data의 PC로의 

저장경로 입력창이 있다.

  초음파 신호를 표시하는 그래프 창에는 (1) 단일 초음파 파형을 표시하

는 그래프 창, (2) 수신된 에코 또는 투과 초음파의 peak voltage값을 순

차적으로 표시하는 그래프 창, (3) 수신된 에코 또는 투과 초음파의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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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값을 확률 도함수로 표시하는 그래프 창, 그리고 (4) 수신된 에코 

또는 투과 초음파의 비행시간을 확률 도함수로 표시하는 그래프 창이 있

다. 위 (1)∼(4)에 해당하는 그래프 창은 각각 Fig. 6.5.9의 좌측 상단, 좌

측 하단, 우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음파 신호의 측정 및 가공을 

위한 data acquisition system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음파 

펄스-에코법이나 초음파 투과법을 이용한 2상 유동양식의 실시간 판별에 

매우 적합하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초음파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기/물 수

직 2상 유동양식에 대한 투과 초음파 특성을 측정하 다. 액체와 기체의 

음향 임피던스는 그 값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의 상경계

면에 초음파가 입사될 경우, 입사된 초음파는 상경계면에서 모두 반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투과된 초음파 신호

의 특성으로부터 수직 2상 유동양식을 판별하고자 한다.

  Figures 6.5.11∼6.5.13은 각각 7.5mm의 수직 튜브내에 단상 액체가 가

득 찬 경우, 환상 유동의 경우, 그리고 기포유동의 경우에 측정한 송신 초

음파와 반대편에서 수신된 투과 초음파의 파형이다. 각 Fig.에서의 투과 

초음파 파형을 살펴보면, 단상 액체 유동의 경우에는 기체와의 상경계면에

서의 초음파의 반사에 의한 신호의 감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큰 전

압 (또는 음압)의 투과파가 측정되었다. 반면에 환상유동의 경우 유로 중

앙이 기체상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 곳의 상경계면에서 초음파의 전반사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로 반대편으로 투과되는 초음파는 없다. 또한 기포류

의 경우에는 송신된 초음파의 일부가 기포의 상경계면에서 반사되지만, 나

머지 초음파는 유로 반대편으로 투과한다. 따라서 측정되는 투과 초음파의 

전압은 단상 액체 유동의 경우보다 감소한다.

가. 단상 액체 유동

  단상 액체유동의 경우, 유로내의 상경계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 592 -

항상 일정한 크기의 투과 초음파 신호를 얻게되며, 투과 초음파 신호의 측

정 전압도 가장 크다. Figure 6.5.14는 500개의 송신 초음파에 대하여 단상 

액체유동시 측정된 투과 초음파의 피크값만을 송신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

로 표시한 것이다. 즉, 가로축은 송신된 초음파의 순서를 나타내고, 세로축

은 각각의 송신된 초음파에 대하여 유로 반대편에서 측정되는 투과 초음

파의 전압을 나타낸다.

나. 기포 유동

  기포유동의 경우에는, 기포의 크기 및 기포율 (즉, 초음파와 기포와의 

반응 확률)에 따라서 투과 초음파 신호 특성이 결정된다. Figures 6.5.15∼

6.5.18은 내경이 7.5mm인 유로에서 500개의 송신 초음파에 대하여 측정된 

투과 초음파의 신호 특성을 보여준다. 내경이 20.0mm인 유로의 기포유동

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Figure 6.5.15는 물의 주입 유량도 작고 공기의 주입 유량도 매우 작은 

경우로서, 입구에서 생성된 몇 개의 작은 기포는 초음파 측정 위치에서는 

약 2∼4mm 정도의 직경을 갖는 단일 기포로 성장한다. 기포가 초음파 측

정 위치를 지날 경우, 송신된 초음파의 일부는 기포 표면에서 반사되며 나

머지는 투과하여 수신된다. Figure 6.5.15에서 보듯이 기포의 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초음파와 기포와의 반응 확률 또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Figure 6.5.16은 Fig. 6.5.15의 유동 조건에서 기포의 도를 약간 증가시

킨 유동 조건에서 측정한 투과 초음파 신호 특성으로서, 약 2∼4mm 정도

의 직경을 갖는 단일 기포 유동 조건이다. Figure 6.5.15에 비해 기포에 의

한 초음파의 반사 확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6.5.17은 물의 주입 유량과 공기의 주입 유량을 보다 증가시킨 

경우로서, Fig. 6.5.16과 6.5.15의 단일 기포 유동과는 달리 매우 많은 개수

의 기포들이 무리를 이루는 유동이다. 기포와 기포간의 간격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모든 송신된 초음파의 일부는 기포에 의해 반사되며, 초음파

의 투과율 보다 기포에 의한 반사율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기포의 도가 

매우 높은 일부 유동 역에서는 송신 초음파가 전혀 투과되지 못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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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도 볼수 있다.

  Figure 6.5.18은 환상 유동으로의 천이 직전 단계인 기포 유동 조건에서 

측정된 투과 초음파 신호이다. 물의 주입유량도 높고 공기의 주입 유량도 

비교적 높은 유동조건이다. 개개의 기포의 직경은 매우 작으나 기포의 

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기포의 투과 확률도 낮고, 반사 대 투과 비율도 

가장 낮다.

다. 슬러그 유동 및 천(churn) 유동

  Figure 6.5.20과 6.5.21은 슬러그 유동 조건에서 측정된 투과 초음파의 

신호 특성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슬러그 유동이 관찰

되었다. 내경이 7.5mm인 유로에서는, 길이가 1cm 미만인 여러 개의 슬러

그 기포가, 하나의 큰 슬러그 기포로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유동이 관찰되었다. 내경이 20.0mm인 유로에서는 길이가 약 3cm 

이상의 단일 슬러그 기포와 여러 개의 작은 기포를 수반하는 액체 후미로 

구성된 유동으로, 각각의 슬러그 기포는 서로 일정 간격을 두고 분리된 유

동이 관찰되었다. Figure 6.5.19는 두 가지 유형의 슬러그 유동에 대한 예

를 보여준다. Figure 6.5.20과 6.5.21은 각각의 슬러그 유동 조건에서 측정

된 투과 초음파의 신호 특성을 보여준다. 

  Figure 6.5.20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슬러그 기포가 거의 붙어서 이동

하고 있기 때문에 슬러그 기포간의 간격이 초음파 빔의 직경에 비해 매우 

작다. 슬럭그 기포가 초음파 빔을 통과할 때에는 투과 초음파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액체 후미가 통과할 때는 일부분의 초음파만이 반대편으로 투과

하여 측정되었다. 또한 액체 기둥이 투과할 때에는 전체 초음파가 투과되

어 측정되었다.

  Figure 6.5.21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긴 슬러그 기포가 지나갈 때는 투

과하는 초음파의 신호가 전혀 없으며 많은 기포를 동반한 액체 후미가 지

나갈 때는 부분 반사된 투과 초음파 신호가 측정되었다. 액체 후미에서 측

정된 투과 초음파 신호는 기포유동에서 측정된 투과 초음파 신호와 매우 

흡사하다.

  Figure 6.5.20과 6.5.21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된 투과 초음파 신호는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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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 기포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액체 후미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ure 6.5.22는 내경이 20.0mm인 유동에서 천(churn) 유동시 측정된 

투과 초음파 신호를 보여준다. 천 유동에서 측정된 초음파 신호는 Fig. 

6.5.21의 슬러그 유동에서 측정된 초음파 신호와 유사하다. 하지만 천 유동

의 경우 슬러그 기포와는 달리 기포의 형태가 많이 변형되어 매우 불규칙

적인 형태를 이루며, 기포와 기포 사이의 액체 슬러그가 과다한 양의 기체 

유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등 매우 혼돈된 양

상을 보인다. 그림 6.5.21의 슬러그 유동의 액체 후미와는 달리 Fig. 6.5.22

의 천 유동의 액체 역은 투과 초음파의 측정 신호는 이와 같은 액체 슬

러그의 복잡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ure 6.5.23은 천 유동에서 환상 유동으로의 천이 단계에서 측정된 투

과 초음파 신호이다. 환상 유동이 형성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붕괴하는 시점

에서 천 유동과 흡사한 매우 혼잡한 액체 슬러그가 형성된다. 또한 정상적

인 천 유동에 비해 기포 역의 비율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측정

된 투과 초음파 신호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 환상(annular) 유동

  Figure 6.5.24는 기포 유동 및 천 유동으로부터 천이된 환상 유동 조건

에서 측정된 투과 초음파 신호를 보여준다. 환상 유동의 경우 유로 중심으

로 기체 코어가 흐르기 때문에, 송신된 초음파는 전부 기체 경계면에서 반

사되고 유로 반대편의 투과 초음파는 측정되지 않았다. Figure 6.5.24의 투

과 초음파 신호의 측정 결과는 이와 같은 환상 유동 특성을 잘 보여준다.

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직 2상 유동 양식을 판별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 방법

으로써, 초음파 투과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제안된 측

정 방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상 유동 실험 장치와 초음파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초음파 측정 시스템은 초음파 투과법을 이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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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2상 유동 양식의 판별에서 요구되는 초음파 신호의 측정 기능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 펄스-에코법을 이용한 수평 2상 유동 양식의 판별

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더욱이 구축된 초음파 측정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2상 유동양식의 실시간 판별이 가능하다.

  수직 2상 유동양식 판별을 위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포류/슬러그류/

천류/환상류의 각 유동 조건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투과 초음파 신호

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초음파 투과 신호를 이

용한 다양한 수직 2상 유동양식의 판별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또한 유동 양식의 판별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기포 유동시의 기포율, 

슬러그 기포의 길이, 액체 후미의 특성, 그리고 유동양식의 안정상태 및 

천이상태에 대한 정보 등, 각 유동양식의 정성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초

음파 투과 신호의 측정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향후에는 초음파 투과 신호가 약한 steel 재질의 고압 배관 및 300℃ 이

상의 고온 배관에 대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2상 유동양식 측정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평 배관내 2상 유동 양식 판

별을 위한 개선된 초음파 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종합효과실증실험장치, 임계열유속 실험장치 등

을 포함한 다양한 고온․고압 열수력 실험장치의 수평 및 수직 배관내 2

상 유동양식 판별에 매우 효과적으로 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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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1  Specification of Ultrasonic Pulser/Receiver

Model Number 5077PR UPR-035
PULSER
Pulse Type (Main Bang) Negative Square Wave Spike Wave
Max. Pulse Amplitude 400V (no external load) 245V

Pulse Width
10 preset fixed widths;
each can be tune by at 
least ±25%

22∼230ns

Repetition Rate 0.1∼5.0kHz 0.1∼5.0kHz
Pulse Rise and Fall Time typically 10ηs typically 10ηs
Available Pulse Voltage
(no load) 100, 200, 300, 400 volt 60, 160, 270 volt

Sync Signal Output +3.0V TTL +5.0V TTL

Mode Pulse-Echo 
or Thru Transmission

Pulse-Echo 
or Thru Transmission

RECEIVER
Input Resistance
- Pulse Echo Mode
- Thru Transmission Mode

50 or 500 ohms
500 ohms

900 ohms
900 ohms

Max. Input Power
(Thru Transmission Mode) 500mW

Phase (RF Output) Inverting or noninverting noninverting
Voltage Gain (RL=50Ohm) 0 to 59 dB in 1dB steps 7 to 79 dB in 1dB steps
Bandwidth 35MHz 35MHz

Noise (Referred to Input) Typically 30μV RMS N/A

High Pass Filter 1kHz or 1MHz 0.001, 0.3, 1.0, 5.0 MHz
Low Pass Filter 35MHz or 10MHz 10, 15, 25, 35MHz
Isolation
(Thru Transmission Mode) 53dB min. @ 10MHz N/A

Max. Output Voltage ±1.0Vpk min. 
(RL=50Ohm)

±3.0Vpk max. 
(RL=500Ohm)

Output Impedance 50 ohms 50 ohms

Table 6.5.2  Specification of Ultrasonic Transducer

Model Number V201 A110S A133S
Frequency (MHz) 5.0 5.0 2.25
Element Size (mm) 6.0 6.0 6.0

Characteristics

Suitable to the application 
where good axial or distance 
resolution is necessary or in 
tests which require improved 
signal-to-noise in attenuating 
or scattering materials.

Provide excellent sensitivity in 
those situations where axial 
resolution in not of primary 
importance. This model will have 
a longer wave form duration and 
a relatively narrow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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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3  Specification of High Speed A/D Board

Acquisition System
Resolution 8 bits

Bandwidth (-3dB) 100 MHz maximum
20 MHz typical with BW limit enabled

On-board memory 32 MB per channel
Number of channels 2 simutaneously sampled
Max. sampling rate 2.5 GS/s repetitive, 100 MS/s single-shot
Multiple record acquisition 
capability Up to 65,536 waveforms

Calibrated vertical ranges ±25mV to ±25V in 10% steps

Calibrated offset ranges
±500mV for vertical ranges smaller than 500mV
±5V for for vertical ranges between 500mV and 5V
Up to ±37V for vertical ranges above 5V

Input protection ±42V (DC+peak AC)

DC accuracy ±2.5% of range setting
±0.5%of offset setting

Input coupling DC or AC, software selectable
AC coupling cutoff 
frequency (-3dB) 11 Hz with 1x probe, 1.1Hz with 10x probe

Input Impedance 1MΩ || 30pF or 50Ω, software selectable
Triggering System
Modes Edge, Hysterisis, Analog, Digital
Slope Rising/falling
Hysterisis Fully programmable
Pre-trigger depth Up to 32 MB
Post-trigger depth Up to 32 MB
Hold off time 100μs ∼ 171.85s
Bandwidth 100 MHz
TRIG input range ±10V
TRIG input protection ±42V (DC+peak AC)
Acquisition Mode

RIS 2.5 GS/s down to 200 MS/s effective sample rate. 
Repetitive signals only

Single shot 100 MS/s down to 1S/s sample rate. Trasient and 
repetitive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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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  Ultrasonic Pulse-Echo Waveform in Horizontal Stratified 

Wavy Flow

Fig. 6.5.2  Expected Graph for Continuously Measured Echo Signal 

(Stratified Wav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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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3  Expected Graph for Continuously Measured Echo Signal 

(Stratified Flow)

Fig. 6.5.4 Expected Graph for Continuously Measured Echo Signal 

(Plug Flow)

Fig. 6.5.5  Expected Graph for Continuously Measured Echo Signal 

(Slu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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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6  Ultrasonic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ertical Two Phase Flow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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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7  Characteristics of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s According 

to Vertical Two Phase Flow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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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8  Test Apparatus of Ultrasonic Two Phase Flow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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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9  Schematic of Ultrasonic Two Phase Flow Pattern 

Measurement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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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0  Control and Measurement Screen of LabVIEW Interfa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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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1  Transmitted Ultrasonic Waveform without Any Reflection 

from Gas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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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2  Transmitted Ultrasonic Waveform with Total Reflection 

from Gas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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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3  Transmitted Ultrasonic Waveform with Partial Reflection 

from Gas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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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4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Single Phase Liqui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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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5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Bubbly Flow with Very 

Low Void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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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6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Bubbly Flow with Low 

Void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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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7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Bubbly Flow with High 

Void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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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8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Bubbly Flow with Very 

High Void Fraction (Transition Condition from Bubbly to Annula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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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9   Visually Observed Slug Flow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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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20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Slug Flow with Short 

Slug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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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21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Slug Flow with Long 

Slug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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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22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Chur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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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23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the Transition Condition 

from Churn to Annula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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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24  Transmitted Ultrasonic Signal for Annula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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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LDV를 이용한 핵연료 부수로 난류유동 측정기술 

개발

 1. 봉다발 유동에서 지지격자가 난류유동에 미치는 향

   가. 서론 

  핵연료내부수로내의 난류속도 및 압력강하특성연구는 핵연료 열수력설계와 안전

해석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 부수로는 여러 가지의 형태, 즉, 

내부부수로, 벽면부수로, 모서리 부수로등으로 되어 있어 부수로 내로 흐르는 냉각

재 난류유동현상은 복잡하다. 난류혼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역은 지지격

자근처이고 그 다음 하류방향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어떤 일정한 수준의 난류혼합

을 유지한다. 봉의 기하학적 형상과 열발생율이 같은 조건이라면 전체적 냉각효율

은 지지격자의 유동혼합에 좌우될 것이다. 더욱 강한 난류혼합을 유발시키기위해 

지지격자 설계 분야에서 지지격자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시

도되어지고있다. 

 지지격자가있는 봉다발난류유동의 실험적인 연구들은 (Rehme, 1973)와 

(Chapman, 1973)와 (Trippe, 1980), (Shen, 1991)등이다. (Rehme, 1973)는 여러가지 

형태의 지지격자에 대한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지지격자에 관련된 압력강하 특성관

계식을 제시하 다. 그 후 (Rehme, 1973)와 (Trippe, 1980)는 지지격자가 있을 때 

Pitot tube를 이용하여 속도분포를 측정하여 지지격자로 인한 질량유량 재분포 현

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Chapman, 1973)은 지지격자의 상. 하류에서 난류

구조를 LDV로 측정하여 지지격자가 난류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Shen, 

1991)은 LDV를 사용하여 mixing blade가 있는 지지격자를 포함한 봉다발 부수로

에서 횡류속도 및 난류강도를 측정하여 혼합율이 mixing blade의 각도에 크게 좌

우됨을 관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격자가 있는 5× 5 핵연료 봉다발 부수로에서 LDV로 축방

항속도, 난류강도, 편이도, 편평도, 스펙트럼에너지등을 측정하 다. 특히 지지격자

근처에서 자세하게 측정하여 지지격자가 난류유동구조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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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각 부분에 대한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지지격자의 손실계수, 봉다발의 마

찰계수등을 구하 다. 봉다발 난류유동실험에 활용된 LDV측정기술은 한국원자력

연구소, 열유동 실험분야팀에서 1988년부터 개발하여 여러 가지 열수력 실험 연구

에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Yang, 1995).  측정된 자료로부터 난류혼합계수를 구

하여 지지격자로 인한 난류혼합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나. 이론적 배경

  봉다발부수로내의 난류유동현상은 크게 부수로간 횡류혼합(cross-flow mixing 

between subchannels), 난류확산의 비등방성(anisotropy of turbulent diffusion), 2

차 유동(secondary flow) 등이다. Fig. 6.6.1은 5 × 5 봉다발 부수로내에서의 주요

한 난류현상들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수로 간 난류 횡류

혼합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고자한다. 왜냐하면 부수로 해석 code 의 

난류혼합계수에 관련된 것이며, 본 실험자료로부터 난류혼합계수의 정량적인 값을 

구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부수로의 control volume, V에서의 energy balance식을 

(Stewart, 1977)의 표시방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
△
△t
≪ρh≫ v + 

△
△x

< ρuh>A  + { D
T
C } { < ρvh>S S } =

Qcv

{ D
T
r  } [ PφH ] [ Dr ] { T } + { DW }

T
[ LH ] [ Dw ] { T }

Qr                             Qw

+ 
△
△x

A< x
△T
△x

>A  - { D
T
C } [ 

SC< x>
LC

 ] [ DC ] { T }

Qc

- { D
T
C } [ w

'
 ] [ DC ] {  x

'
 }

Qt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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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의 부호설명은 (Stewart, 1977)에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난류열전달항인 Qt이다. 이항은 유동이 확립중인 역이나 확립된 역에서 

중요한 항이고, 화립된 역에서 이항이 energy balanc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

대화된다. 부수로해석 code에서 이항을 계산시 혼합계수라는 입력상수로 계산하는

데, 이는 일반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혼합계수가 국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를 계산에 고려해야한다. 식 (6.6.1)의 Qt에 포함된 단위길이당 요동 횡류, w',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 = ρweff s                            (6.6.2)

여기서 weff  , s는 각각 유효 평균 혼합속도(effective mean mixing velocity), 봉

간격(rod gap spacing)이다. 만약 서로 인접한 부수로에서 enthalpy와 속도가 서로 

다르다면 에너지와 운동량은 서로 교환 될 것이다 부수로간 총 열 에너지 유동율, 

Fh  와 운동량 유동율, Fm  ,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h = ρweff△h                          (6.6.3)

그리고

Fm = Ftρweff△U                       (6.6.4)

여기서 △h  와 △U  는 각각 부수로간 평균 enthalpy, 평균속도의 차이이고, Ft  

는 열에너지와 운동량에너지운동의 차이와 관련된 수정계수이다. 열에너지 유동율, 

동율, Fh  는 혼합계수(mixing factor), Y, 를 도입하여(Rehme, 1992), (Yang, 

1992)

Fh = εYρ
△h
△y

                       (6.6.5)

로 표현 할 수 있고, 여기서 ε  과 △y  는 기준 난류확산계수, 혼합거리이다. 

(Ingesson, 1970)는 기준 난류확산계수를 원통형 튜브 중앙에서의 난류확산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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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 ν (f c/8)
0.5Re/20                  (6.6.6)

여기서 f c  는 원통형튜브의 마찰계수이다. 식 (6.6.5)와 (6.6.3)에서

Y =  weff△y/ε                        (6.6.7)

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혼합계수, Y는 △y와 ε  이 일정한 역에서는

 weff  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실험

     (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5 × 5 지지격자는 Fig. 6.6.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iemens가 개발한 FOCUS(Fuel Assembly with Optimized Cladding and 

Upgraded Structure) type이다. Split Vane이 수직방향과 22〫의 각도를 이루고 

지지격자 상부에 부착되어 있다. Fig. 6.6.3은 FOCUS 지지격자가 장착된 full 

scale 18 × 18 핵연료집합체이다. 5 × 5 봉다발 부수로 측정단면은 Fig. 6.6.4의 모

양을 갖는데 housing은 한 변의 길이가 68 mm인 정사각형이고 봉다발의 봉의 직

경은 9.5 mm, pitch는 12.6 mm, 수력직경( Dh  )은 11.21 mm이다. 축방향에 따른 

지지격자, 압력강하측정용 tap등의 위치는 Fig. 6.6.5가 보여준다. 폭이 40 mm인 

지지격자는 600 mm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측정부위에서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Fig. 6.6.6의 test loop 구성부분은 저장탱크. 유량제어 밸브, 터바인 

유랑측정기, 측정부위등으로 되어 있는 순환 loop이다. 실험중에 저장탱크에 물을 

넣고 빼고 하면서 조절하여 작동유체의 온도를 25〫C  로 유지하 다. Loop을 순

환하는 유체 유량은 펌프 속도로 조절하고 측정유량은 터바인 유량계로 측정하

다. 전체 부수로의 평균속도는 5 m/sec, 질량유량은 14.22 kg/sec, Reynolds 수는 

625000이다. 정사각형 측정 housing은 투명한 acrylic으로 제작하여 laser beam이 

통과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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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DV(Laser Doppler Velocimeter) 측정

  LDV측정기술은 laser beam을 이용한 비삽입식 광학적 측정방법이다. 유체내에 

흐르는 매우 작은 입자들에 laser beam을 투사하면 유체속도와 비례하는 Doppler 

shift 주파수를 갖는 산란광이 발생하게된다. Doppler shift 주파수, fD  , 와 순간 

속도, u~ ,와의 상관식은

λ/sin~2 xufD =                        (6.6.8)

로 주어진다(Durst, 1976). 여기서 λ  는 laser wave length, x  는 laser beam 

intersection의 반각(half angle)이다. One-component He-Ne LDV system은 TSI

제품이다. Focusing 렌즈를 수평으로 통과하는 beam의 간격은 50 mm이고, 

focusing 렌즈의 초점거리는 250 mm이다. 유체가 물일 경우 일반적으로 산란입자

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natural contaminant로부터 산란광을 얻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란입자 Silicon carbide(직경. 1.51 μm., 도: 3.2 g/cm3  )를 첨가

하여 더욱 향상된 신호를 얻었다. Photomultiplier로부터 온 신호는 counter type 

processor로 분석하 다. Counter type 신호분석장치는 주파수 여과장치, amplifier, 

digital output, D/A(digital to analog) converter 등으로 이루어 졌다.

     (3) 측정위치

  5 × 5 측정단면에서의 측정경로 및 point는 Fig. 6.6.4에 나타나있다. Paths 1~3

은 봉다발 gap 중앙에 위치해 있고 Points 1~18 은 그 경로들 위에 위치해 있다. 

Path에서는 횡방향으로 측정체적을 이송하면서 횡방향의 유동인자들을 측정하

고, Point에서는 지지격자 전.후에서 축 방향으로 이송하면서 유동인자들을 측정하

다. 각 Path와 Point들의 좌표들은 Fig. 6.6.5의 좌표계로 표 1에 표시하 다.

      (4) 유량계와 차압측정계의 보정

  본 연구에서 유량측정을 위해 사용된 Turbine flowmeter는 다음과 같이 보정

(calibration)하 다(Drain, 1980).  GPM 유량과 Hertz와 의 보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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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M = -0.13869 + 1.2856 ․Hertz              (6.6.9)

이다. 본 실험실에서는 Analog voltage신호를 사용하기 위해 Hertz에 대한  

Analog Voltage를 보정하 다. Hertz 입력은 Function generator로 하 다. 보정식

은

Hertz = 0.27304 + 99.835 ․ Voltage            (6.6.10)

이다. 결국 유량은 식 (6.6.9)와 (6.6.10)을 조합하여

GPM = -0.13869 + 1.2856( 0.27304 + 99.835 ․Voltage )   

(6.6.11)

GPM = 0.2123302 + 128.34787 ․Voltage               

(6.6.12)

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SI unit로 식을 변환하고, 질량유량으로 변환하기위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GPM = 0.00006309 m 3/s                        (6.6.13)

이고 25〫C  일 때의 유체 도는 ρ = 997.1kg/m3  이므로 

질량유량 m은

m[kg/s] = 1 GPM × 997.1[kg/m
3
 ] = 0.062917[kg/s]       (6.6.14) 

m[kg/s] = (0.2123302 + 128.34787 ․Voltage ) × 0.063

 = 0.0133768 + 8.0861 ․ Voltage                  (6.6.15)

D/P transmitter의 보정은 압력보정용 기기로 주어진 압력을 입력하여 압력에 대

한 Voltage analog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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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 kPa ] = 8.6313 ⋅Voltage - 8.6315             (6.6.16)

이고, 

△P 2 [ kPa ] = 8.6025 ⋅Voltage - 8.5738            (6.6.17)

이다.

   라. 실험결과 및 고찰

     (1) 압력강하

  지지격자부분과 봉다발 부분의 압력강하는 Fig. 6.6.4의 pressure tap위치에서 측

정하 다. 지지격자에 대한 압력강하 △PG  는 전체 부수로 평균속도, Uav  와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정의된다(Rehme, 1973).

△PG = CBρ
U
2
av

2
                         (6.6.18)

여기서 CB  는 지지격자의 손실계수(1oss coefficient), ρ  는 유체의 도이다. 

Fig. 6.6.7은 Reynolds수에 따른 손실계수분포를 보여준다. 또한 결과는 막힘율

(plugging ratio)이 본 연구의 것과 유사한 (Rehme, 1973)의 4각정열 지지격자

(square array with the spacer grid of tube spacers axially connected)자료와 비

교하 는데 본 실험의 결과가 약간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봉다발 부분의 측

정된 압력강하자료로 부터 Darcy 마찰계수를 구하 다. Darcy 마찰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f = -
dP
dx

2Dh

ρU 2
av

                     (6.6.19)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 실험 결과의 Reynolds수에 따른 마찰계수 분포는 Fig. 

6.6.8과 같으며, 이 곁과는 (Blasius, 1913) 관계식과 비교하 다. Blasius 관계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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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f = 
0.316

Re
0.25

                         (6.6.20)

본 실험의 결과가 약간 높은 값들을 보여준다.

     (2) 축방향 속도

  Fig. 6.6.9 ~ 6.6.10은 Path 1~3에서의 축방향위치에 따른 축방향 속도분포를 보

여 준다. 지지격자로 부터 하류방향으로 속도분포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피지격자근처, x/Dh  = 2, 에서 유동은 매우 격렬하게 요동하는데 이는 

유동의 막힘과 지지격자의 날카로운 모서리등에 의한 난류생성으로 기인된 것이

다. x/Dh  = 32, 50에서 유동은 거의 확립된 분포를 보여준다. Path 1, 2의 속도 

분포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나, Path 3 에서의 속도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Path 3에는 모서리 부수로가 존재하여 모서리부군에서는 속도가 작고 중심으로 갈

수록 속도가 커지게 된다. Fig. 6.6.11의 속도분포를 관찰해보면 지지격자사이에서 

유체의 속도가 정확하게 국부적으로 완전확립되었다고는 보기어렵고 또한 지지격

자가 상류유동에 약간의 향을 줌을 알 수 있다.

     (3) 축방향 난류강도

  본 연구의 유동 역은 전체 부수로 평균속도가 5 m/sec로 난류유동이다.  Fig.  

6.6.12는 하부지지적자 전. 후에서 에서 x 위치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난류강도자

료이다. 축방향난류강도는 지지격자사이의 역에서 완전 확립되고, 확립 역의 값

은 하부지지적자로 유임하는 유동의 것과 거의 완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지지격자사이의 span마다 축방향난류강 도분포가 반복적임을 악 

수 있다. 지지격자를 통과하면서 난류강도는 급격히 증가하 다가 하류로 갈수록 

감소한다. x/Dh  = 10이상에서 축방향난류강도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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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Dh  = 10까지는 난류혼합이 매우 활발하고, 그곳보다 하류 역에서는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난류혼합이 일어난다. 이는 시간평균속도(time mean velocity)에 

의한 강제혼합(forced mixing) 역과 다르다. 이미 Fig. 6.6.11에서 고찰했듯이 강

제혼합의 활발한 역은 약 x/Dh  = 20까지이며, 이 거리는 난류혼합길이의 2배가 

된다.

     (4) 지지격자 후방의 난류 감쇄 현상(turbulence decay behind 

spacer grid)

  지지격자로부터의 하류의 난류강도를 1og - 1og좌표로 그려보면 Fig. 6.6.13과 

같다. 하류로 갈수록 난류가 급격히 감쇄되는데 이는 mesh 격자나 screen을 통과 

한 후 난류강도의 감쇄현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Mesh격자나 screen을 통과

하는 난류유동연구는 고전적 난류연구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도 이 이론의 적용을 

시도하 다. Mesh 격자나 screen의 격자는 균일하게 분포되어있는 반면 본 연구

의 기하학적 형상은 격자사이에 봉들이 끼워져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선택된 

Point들은 부수로의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서 , 이에 대한 난류현상이 규명되면 전

체 부수로에 대한 난류혼합현상을 예견 찰 수 있게된다. 보통 mesh 격자를 통과

한 유동의 난류감쇄현상은 다음의 식으로 설명된다.

u 2

U
2  = α ( xM -

x 0
M )

-n

                    (6.6.21)

여기서 α, M, x 0  는 각각 fitting 상수, 격자 mesh크기, virtual origin이다. mesh

격자크기 M은 본 연구에서는 pitch길이 P라고 할 수 있다. Fig. 6.6.13에서 실험값

과 비교된 관계식은

u 2

U
2  = 0.04 (x/P)

-1.2                       (6.6.22)

이식에서 감쇄율은 (Sreenivasan, 1980)의 mesh 격자 후방의 축방향 난류

강도의 감쇄율과 같다. 다만 virtual origin ( x0/M=3 : (Sreenivasan,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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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M=3: 본 연구) 이 다른데 이는 격자형상의 차이 때문이다. Mesh격자는 평면 

형태이지만 본 연구의 지지격자는 두께를 갖고 있다. Paths 2, 3위의 Point들에 대

한 난류감쇄결과도 같은 식(6.6.22)으로 비교하 다. Fig. 6.6.13의 경우보다 식

(6.6.22)와 차이를 보이나 감쇄율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같은 결과들로부터 

지지격자후방의 난류감쇄현상은 mesh격자의 난류감쇄 거동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축방향 난류감쇄현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축방향 난류강도의 보

존 방정식으로부터 고찰할 수 있다.

U
∂u

2

∂x
+ V

∂u
2

∂y
+ W

∂u
2

∂z
= -2 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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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Ⅰ, Ⅱ, Ⅲ, IV, Ⅴ 항들은 각각 대류(Convection), 생성(Production), 확산

(Diffusion), 압력 재분포(Pressure re-distribution), 소산(Dissipation)항들을 나타낸

다. 확립중인 역에서는 특히 지지격자 근처에서는 식 (6.6.23)의 모든 항들이 난

류에너지 형성에 기여하게 되어 유동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 지지격자를 통

과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윗식의 생성항으로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지격자를 지나면서 유동이 요동하면 새성항에 포함된 속도 U의 x, y, z 에 대한 

구배가 커지게 된다. 또한 u2, uv, uw  등도 커지게 되어 난류강도가 급격히 증

가하게 된다. 확립 역에서는 x구배가 없어지고, y, z의 구배만 남게된다. 본 연구

에서 선택된 Point들은 내부부수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부수로내에서 최대속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U의 y, z구배도 작은값이므로 이지점들은 

전체부수로에서 축방향난류강도가 가장 작은 곳이라 할 수 있다.

     (5) Skewness Factor와 Flatnes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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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속도성분의 3차, 4차 moment Skewness factor, S, 와 Flatness 

factor, F,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Laws, 1978).

S = 
u
3

(u
'
)
3
                           (6.6.24)

F = 
u
4

(u
'
)
4
                           (6.6.25)

여기서 u는 축방향속도의 요동성분, u'는 u의 RMS(root mean square)이다. S, F

는 요동속도성분의 확률분포함수의 편이도 및 편평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이고 

Gaussian 정상분포에 대한 S와 F값은 0과 3이다. (Townsend, 1976)에 의하면 

Skewness factor는 강판 난류 역에서 약한 난류 역으로의 난류에너지 대류와 

관련이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부수로 형상은 매우 복잡하고, 난류에너지가 비

균질하여 하류 역에서는 S가 0로부터 편이하게 된다. 지지격자를 바로 지난 역

은 난류에너지가 지지격자로 인해 부수로 단면에서 횡방향으로 비슷한 크기로 분

포하게 되어 Point 1~12에서는 S가 0인 역이 많이 존재함을 Fig. 6.6.14에서 볼 

수 있다. 벽면부수로 경로상의 Point 13~18에서는 지지격자를 지나면서 양의 값을 

갖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난류에너지전달구조가 내부 부수로의 것들과 다름

을 알 수 있다. Townsend는 Flatness factor는 간헐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에너지를 포함한 와류와 에너지소산 와류사이의 와류 크기차이가 클수록 Flatness 

factor에 대한 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6) 난류 열혼합계수

  지지격자근처에서의 열수력현상은 기하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용이하

지않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열전달과 운동량전달의 상관관계로부터 어

떤 열수력 현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Yao, 1982). (Yao, 1982)은 지지격자근처의 

국부 열던달계수를 연구한 바 있는데 지지격자근처지점에서 열전달계수가 제일 크

고, 그것은 하류로 감에따라 급격히 감소하게된다. 본 연구에서 난류혼합계수를 식 

(6.6.7)을 이용하여 구하 는데, 식 (6.6.7)에서 weff을 실험결과로부터 직접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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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하 다. weff  은 원주방향의 모든 주

파수가 난류혼합에 기여한다고 하면 w' 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부수로의 중심 역

에서는 w' 와 u' 가 같다고 가정 할 수 있다(Rehme, 1980, 1987). 그러므로

weff
w eff ( far doenstream )

 =  
u
'

u ' (far doenstream )
        (6.6.26)

의 가정이 성립된다. 이렇게 하여 무차원화된 혼합계수. Y/Y0 , 를 구하여 Fig. 

6.6.15에 도시하 다. (Yao, 1982) 자료로부터 얻은 무차원화된 국부 열전달계수 

관계식을 이 그림과 비교하 다. 정성적으로 혼합계수와 열전달계수는 같은 경향

을 보인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지지격자근처에서 가장 큰 열전달 계수와 난류혼

합이 일어나고 있다. 하류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어떤 일정한 값으로 도달하

게된다. 지지격자근처에서는 난류혼합뿐만아니라 강제혼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확립된 역에서는 난류혼합이 훨씬 크게 난류혼합에 작용하게된다.

  마. 결론

  지지격자를 갖는 5 × 5 핵연료봉다발 부수로내에서 국부수력특성인자들을 레이

저 유속측정장비인 LDV로 측정하 다. 또한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지지격자의 손

실계수와 봉다발의 마찰계수를 구하 다. 실험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5 × 5 봉다발의 유량변화에 따른 마찰계수는 Blasius 상관식보다 2.5 % 큰 값

을 보여주었다. 지지격자 하류의 축방향 난류유동감쇄거동은 mesh 격자나 screen

을 통과하는 난류강도감쇄거동과 같은 경향이다. 활발한 난류혼합거리는 지지격자

로부터 x/Dh  = 10까지이고, 강제혼합거리는 지지격자로부터 x/Dh  = 20까지이다. 

측정한 실험자료로부터 구한 국부 혼합계수는 지지격자근처에서 최대를 보이고, 

하류방향으로 x/Dh  = 15까지 급격히 감소한다. x/Dh  = 15 이상부터는 안정된 

값을 보여준다. 실험자료로부터 부수로해석 code의 입력 함수로 적용할 수 있는 

혼합계수에 대한 상관관계식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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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로 다른 지지격자가 인접한 봉다발 유동에서의 난류측정

 

   가. 서론 

  핵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의 형상을 변화시켜 열적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핵연료설계분야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혼합날개를 지지격자에 부착하

거나, 지지슬링모양을 바꾸어 난류 열혼합 성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지격자를 지나는 난류유동은 매우 복잡하기때문에 정량적으로 열혼합성능을 평

가하기란 쉽지않다. 또한 혼합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지지격자가 부착된 핵연

료를 원자로에 장전하 을때 기존의 것과의 열수력적 건전성을 평가해야 될 것이

다. 혼합성능을 향상시키기위한 날개가 과도한 와류를 발생하여 수력적 불균형을 

이룬다면 핵연로의 건전성을 해치게된다. 또한 기존의 것과 부하차이가 크다면 과

도한 횡류발생으로 수력적 건전성을 해치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지격

자를 갖는 3 × 6 봉다발이 서로 인접한 6 × 6 봉다발 유동 부수로에서 

LDV(Laser Doppler Velocimeter)로 축방향속도 뿐 아니라 횡방향 속도를 측정하

여 서로 다른 지지격자간의 수력적 상호 작용을 규명하고자 하 다. 측정된 주요 

인자들은 축방향 및 횡방향의 속도 와 난류강도, 편이도, 편평도등이다. 측정된 난

류강도자료로부터 인접한 각각의 지지격자가 생성하는 난류강도를 비교하 으며, 

측정된 횡방향 속도자료로부터 와류인자(swirl factor)를 계산하 다.

   나. 실험

      (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6 × 6 지지격자는 Fig. 6.6.1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지지 격자를 갖는 두개의 3 × 6 지지격자가 결합된 것이다. Fig. 6.6.17의 

왼쪽 지지격자는 Split vane이 수직방향과 22〫의 각도를 이루고 지지격자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6 × 6 봉다발 부수로 측정단면은 Fig. 6.6.18

의 모양을 갖는데 housing은 한변의 길이가 81 mm인 정사각형이고 봉다발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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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직경은 9.5 mm, pitch는 12.6 mm, 수력직경(Dh)은 11.468 mm 이다. 축방향에 

따른 지지격자, 압력강하측정용 tap등의 위치는 Fig. 6.6.5이 보여준다. 폭이 40 

mm인 지지격자는 600 mm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있다. 측정부위에서 물은 아

래에서 위로 흐른다. Fig. 6.6.6의 test 1oop 구성부분은 저장탱크, 유량제어 밸브, 

터바인 유량측정기, 측정부위등으로 되어 있는 순환 loop이다. 실험중에 저장탱크

에 물을 넣고 빼고 하면서 조절하여 작동유체의 온도를 25〫C  로 유지하 다. 

Loop을 순환하는 유체유량은 펌프 속도로 조절하고 측정유량은 터바인 유량계로 

측정하 다. 전체 부수로의 평균속도는 5 m/sec, 질량유량은 20 kg/sec, Reynolds 

수는 63924이다. 정사각형 측정 housing은 투명한 acrylic으로 제작하여 laser 

beam이 통과할 수 있게 하 다.

     (2) LDV(Laser Doppler Velocimeter) 측정

  LDV측정기술은 laser beam을 이용한 비삽입식 광학적 측정방법이다. 유체내에 

흐르는 매우 작은 입자들에 laser beam을 투사하면 유체속도와 비례하는 Doppler 

shift 주파수를 갖는 산란광이 발생하게된다. Doppler shift 주파수, fD  , 와 순간 

속도, u~ ,와의 상관식은

λ/sin~2 xufD =                        (6.6.27)

주어진다(Durst, 1976),(Drain, 1980). 여기서 λ  는 laser wave length, x  는 laser 

beam intersection의 반각(half angle)이다. One-component He-Ne LDV system은 

TSI제품이다. Focusing 렌즈를 수평으로 통과하는 beam의 간격은 50 mm이고, 

focusing 렌즈의 초점거리는 250 mm, 횡방향속도측정시는 350 mm이다. 축 방향

속도와 횡방향속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렬각도를 조절하여 측정하 다. 횡방향속

도측정시 focusing 렌즈의 촛점거리가 더 긴 것을 사용한 이유는 봉다발 사이의 

간격이 작기때문에 더 긴거리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횡방향속도를 측정하게되면 

두개의 레이저 beam 투사를 수평으로 해야 되기때문에 측정내부로 이송하면서 봉

다발 표면과 닿게된다.  유체가 물일 경우 일반적으로 산란입자를 별도로 추가하

지 않아도 natural contaminant로부터 산란광을 얻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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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입자 Silicon carbide(직경. 1.51 μm., 도: 3.2 g/cm3  )를 첨가하여 더욱 향상된 

신호를 얻었다. Photomultiplier로부터 온 신호는 counter type processor로 분석하

다. Counter type 신호분석장치는 주파수 여과장치, amplifier, digital output, 

D/A(digital to analog) converter 등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6 × 6 실험에서 

횡류를 측정하 는데 횡류속도성분이 음일때도 있고 양일때도 있다. 

      (3) 측정위치

  6 × 6 측정에서는 측정부위좌우가 대칭이 아니므로 전체부수로를 섭렵하는 

Fig. 6.6.17의 7개의 Path에서 측정하 다. 각 Path는 봉간격 혹은 봉과 벽면사이 

간격의 중심선을 지나고 있다. 축방향으로는 지지격자로부터 하류방향으로 거리를 

변화시키며 측정하 다. 

      (4) 유량계와 차압측정계의 보정

  본 연구에서 유량측정을 위해 사용된 Turbine flowmeter는 다음과 같이 보정

(calibration)하 다. GPM 유량과 Hertz와 의 보정식은

GPM = -0.13869 + 1.2856 ․Hertz              (6.6.28)

이다. 본 실험실에서는 Analog voltage신호를 사용하기 위해 Hertz에 대한  

Analog Voltage를 보정하 다. Hertz 입력은 Fuction generater로 하 으며 , 보정

식은

Hertz = 0.27304 + 99.835 ․ Voltage           (6.6.29)

이다. 결국 유량은 식 (6.6.28)와 (6.6.29)을 조합하여

GPM = -0.13869 + 1.2856( 0.27304 + 99.835 ․Voltage )   

(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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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M = 0.2123302 + 128.34787 ․Voltage               

(6.6.31)

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SI unit로 식을 변환하고, 질량유량으로 변환하기위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GPM = 0.00006309 m 3/s                      (6.6.32)

이고 25〫C  일 때의 유체 도는 ρ = 997.1kg/m3  이므로 

질량유량 m은

m[kg/s] = 1 GPM × 997.1[kg/m3 ] = 0.062917[kg/s]      

(6.6.33)

  m[kg/s] = (0.2123302 + 128.34787 ․Voltage ) × 0.063

               = 0.0133768 + 8.0861 ․ Voltage               

(6.6.34)

D/P transmitter의 보정은 압력보정용 기기로 주어진 압력을 입력하여 압력에 대

한 Voltage analog를 구하 다. 봉다발 마찰 압력을 측정한 D/P trans. 1의 보정 

상관식은

△P 1 [ kPa ] = 8.6313 ⋅Voltage - 8.6315                 (6.6.35)

이고, 지지격자의 압력을 측정한 D/P trans. 2의 보정 상관식은

△P 2 [ kPa ] = 8.6025 ⋅Voltage - 8.5738                 (6.6.36)

이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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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력강하

  지지격자부분과 봉다발 부분의 압력강하는 Fig. 6.6.5의 pressure tap위치에서 

측정하 다. 지지격자에 대한 압력강하 △PG  는 전체 부수로 평균속도, Uav  와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정의된다(Durst, 1976).

△PG = CBρ
U
2
av

2
                        (6.6.37)

여기서 CB  는 지지격자의 손실계수(1oss coefficient), ρ  는 유체의 도이다. 

Fig. 6.6.19는 Reynolds수에 따른 손실계수분포를 보여준다. 또한 결과는 막힘율

(plugging ratio)이 본 연구의 것과 유사한 (Rehme, 1973)의 4각정열 지지격자

(square array with the spacer grid of tube spacers axially connected)자료와 비

교하 는데 본 실험의 결과가 약간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봉다발 부분의 측

정된 압력강하자료로 부터 Darcy 마찰계수를 구하 다. Darcy 마찰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f = -
dP
dx

2Dh

ρU 2
av

                     (6.6.38)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 실험 결과의 Reynolds수에 따른 마찰계수 분포는 Fig. 

6.6.20과 같으며, 이 곁과는 (Blasius, 1913) 관계식과 비교하 다. Blasius 관계식

은 다음과 같다.

f = 
0.316

Re 0.25
                          (6.6.39)

본 실험의 결과가 약간 높은 값들을 보여준다.

     (2) 속도분포

  Fig. 6.6.21 ~ 6.6.23는 x 축위치에 따른 축방항속도분포가 확립되어가는 모양을 

보여준다. 지지격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역인 x/Dh = 50, 즉 속도가 거의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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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내부 부수로의 Path들의 속도분포를 비교해본다면 Path 2, 3과 Path 

5, 6의 분포들은 비슷하나, Path 4에서의 속도분포모양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중심으로 갈수록 속도가 커지게 되는데 이는 이 경로가 gap flow region에 있음으

로 인함으로 볼 수 있다. 지지격자를 바로지난 지점인 x/Dh = 2에서의 축방향 속

도분포모양을 관찰한다면 혼합날개가 부착된 왼쪽지지격자의 Paths 1, 2, 3의 속도

가 오른쪽 Paths 5, 6, 7의 속도보다 더욱 요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왼쪽 지지격

자가 더 활발히 난류강도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고찰하게 될 난

류강도 결과에서도 일관성있게 관찰된다. Fig. 6.6.24 ~ 6.6.26은 Path와 축방향위

치에 따른 횡방향속도분포를 보여준다. 각 경로에서의 측정점의 개수가 차이가 나

는 것은 수평으로 투사되는 레이저 beam 측정부위내부로 이송함에 따라 봉다발이

나 housing에 접촉하게 됨으로 인함이다. Fig. 6.6.24은 지지격자를 지나는 순간의, 

지지격자 끝과 2mm 정도 떨어진 역에서의 횡방향속도분포이다. Paths 1~3의 횡

류속도가 Paths 5~6의 것들보다 요동이 심하고 , 국부최대횡류속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혼합 날개가 부착된 왼쪽 지지격자가 강한 난류강도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 x/Dh가 커질 수록 횡류속도분포가 완만해지고 속도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Path 1~3 속도분포를 관찰해볼 때 다소 속도가 중심부로 향함을 알 수 있는

데 왼쪽의 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가 오른쪽의 지지격자보다 부하가 큼을 예

측할 수 있다. x/Dh가 커질 수록 즉 유동이 확립 될 수록 횡방향속도가 소멸되어

가서 x/Dh = 50 에서는 속도가 거의 소멸되었다. Fig. 6.6.26은 Path 4에서 x/Dh 

에 따른 횡방향속도분포인데 x/Dh = 1 일때는 지지격자를 바로 지난 역으로 

x/Dh = 2일 때 보다 횡방향속도가 작은 이유는 Fig. 6.6.17에서 보듯이 지지격자

간의 gap으로 유입되는 유체의 관성력으로 기인된 것이다. x/Dh = 2에서 횡방향

속도가 커졌다가 유동이 확립되면서 속도분포 모양이 완만해지면서 크기는 작아지

게 된다. Path 4에서의 최대 평균 횡방향속도는 x/Dh = 2에서 0.1m/sec 이었다. 

x/Dh = 2, 4의 경우에서 양의 최대속도가 큰 것으로 보아 왼쪽지지격자의 수력적 

부하가 큼을 알 수 있다. 전 유동장에서 국부 최대속도는 Fig. 6.6.24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0.675m/sec 로 Path 2, x/Dh = 1에서 나타난다.

     (3)  Swirl Facter

  측정된 횡방향속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 swirl facter(Sw)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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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Sw = 
1
L
⌠
⌡
|V |
U
dx                       (6.6.40)

여기서

L : length of integral path

V : lateral velocity at measurement location perpendicular 

    to the integral path

U : axial velocity at measurement location

swirl factor 는 지지격자의 DNB(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성능을 정성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자라고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의 지지격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지지격자가 결합된 것으로 각 지지격자의 대표적인 Path에 대한 swirl 

factor를 구하 다. Fig. 6.6.27은 식(6.6.40)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 x 방향에 따른 

swirl factor로 왼쪽 지지격자의 Path 3의 swirl factor가 Path 5의  것보다 더 큼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왼쪽 지지격자의 DNB 성능이 오른쪽의 것보다 더

욱 좋음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다른 지지격자를 갖는 3 × 6 봉다발이 서로 인접한 6 × 6 핵연료봉다발 부

수로내에서 국부수력특성인자들을 레이저 유속측정장비인 LDV로 측정하 다. 또

한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지지격자의 손실계수와 봉다발의 마찰계수를 구하 다. 

실험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6 × 6 봉다발의 유량변화에 따를 마찰계수는 Blasius 상관식 보다 약간 큰값을 

보여주었다. 축 방향속도와 횡방향속도를 측정하여 다른 지지격자간의 수력적 상

호 작용은 관찰 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 다. 다른 지지격자사이 경계에서의 최

대 평균 횡류속도는 0.1 m/sec이고 국부 최대 횡류속도는 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

격자내부경로에서 관찰되었다. 전 유동장에서 국부 최대속도는 -0.675m/sec 로 왼

쪽지지격자 내부부수로의 Path 2, x/Dh = l 에서 나타난다.

Table 6.6.1 Measuring Location for 5 × 5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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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rd.

Point  
x/Dh y/H z/H

1 -11∼53 0.97 0.06

2 -11∼53 0.97 0.13

3 -11∼53 0.97 0.22

4 -11∼53 0.97 0.31

5 -11∼53 0.97 0.41

6 -11∼53 0.97 0.50

7 -11∼53 0.28 0.06

8 -11∼53 0.28 0.13

9 -11∼53 0.28 0.22

10 -11∼53 0.28 0.31

11 -11∼53 0.28 0.41

12 -11∼53 0.28 0.50

13 -11∼53 0.47 0.06

14 -11∼53 0.47 0.13

15 -11∼53 0.47 0.22

16 -11∼53 0.47 0.31

17 -11∼53 0.47 0.41

18 -11∼53 0.47 0.50

    Coord.

Point  
x/Dh y/H z/H

1 2,4,8,16,32,50 0.097 0.019 ∼0.54

2 2,4,8,16,32,50 0.28

3 2,4,8,16,32,50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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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1 Turbulent Phenomena in Subchannels

Fig. 6.6.2 5 ×5 Spacer Grid with Mixing V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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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3 FOCUS 18 ×18 Fuel Assembly[10]

Fig. 6.6.4 Cross-section of 5 × 5 Rod Bundles and Measuring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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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5 Axial Locations of Spacer Grids and Pressure Taps

Test
Section

TBN
Meter2" Pipe

4" PipePump

Storage
Tank

Pump
Controller

PID
Controller SCR

Bypass
Line

Control
Valve

City
Water

Drain

Over Flow
Drain

Fig. 6.6.6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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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7 Loss Coefficient for 5 × 5 Tests

Fig. 6.6.8 Loss Coefficient for 5 × 5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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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9 Developing Axial Velocity at Path 1

Fig. 6.6.10 Developing Axial Velocity at Pat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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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11 Axial Velocity Distribution at Point 1 ~ 18

Fig. 6.6.12 Axial Turbulent Intensity Distribution at Point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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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14  Skewness Factor at Points 1 ~ 18

Fig. 6.6.13 Turbulence Decay behind Spacer Grid at Point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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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15 Local Mixing Factor Compared with Local Nusselt 

Number
Fig. 6.6.15 Local Mixing Factor Compared with Local Nussel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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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16 Photo. of 6 × 6 Spacer Grid with Neighboring 

                 Different Types

Fig. 6.6.17 Top View of 6 × 6 Neighboring Different Spacer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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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18 Cross-section of 6 × 6 Rod Bundles and Measuring Paths

Fig. 6.6.19 Loss Coefficient for 6 × 6 Tests

Fig. 6.6.20 Friction Coefficient for 6 × 6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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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21 Developing Axial Velocity at Path 3

Fig. 9 Developing Axial Velocity at Path 4Fig. 6.6.22 Developing Axial Velocity at Pat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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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6.23 Developing Axial Velocity at Path 5

Fig. 6.6.24 Horizontal velocity at x/Dh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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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25 Horizontal velocity at x/Dh = 50

Fig. 6.6.26 Horizontal velocity at Pat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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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27 Local Swirl Factor with Varying the Distance 

from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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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 론

  본 과제를 통하여 2상유동 거동 및 비등열전달 가시화기술 등이 개발되

었다. Laser Raman 온도측정기술로부터 얻어진 고온/고압 온도측정기술

은 비등면의 국소 온도측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전반사 가시화 기

법 및 High Heat Flux 유동가시화 실험 결과는 비등열전달 Mechanism의 

이해 증진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며, Mechnistic CHF Modeling에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또한 울트라소닉  센서를 이용한 2상유동 측정기술은 보

다 진보된 2상유동 판별에 이용된다. LDV, PIV를 이용한 국소유동 측정

기술은 지지격자 개발 등 신형핵연료 부품개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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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열수력 코드개발 지원실험 Data Base 

구축/분석

제 1 절 서론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핵연료 및 핵연료집합체 

부품 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유체유동시

험을 통한 핵연료집합체의 기계적 건전성, 설계치와의 양립성 등의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유체유동시험이 요구되는 부서 및 과제

의 연구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실험을 수행하 다. 지원실험의 항

목은 압력강하시험, 진동시험 및 내구성 시험 등이며, 시험결과는 핵연료 

및 핵연료부품개발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었다.

제 2 절 하나로 조사시험용 Capsule 내구성실험

1. 개 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하나로에 Capsule을 장전하여 조사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운전중 Capsule의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여야 하고 또한 원

자로 일차냉각계통의 설계기준이 되는 열수력학적 요구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Capsule 시제품은 원자로 운전조건에서의 노외 실

증실험을 통하여 핵연료 Capsule의 구조적 건전성 및 열수력학적 특성 등

을 평가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외 실증실험의 항목으로는 압력강하 실험, 진동실험 및 내구성실험 

등이 있다. 대부분의 노외 실증실험은 원자로 실제 운전조건과 동일한 온

도, 압력 및 유량조건에서 실시된다. 압력강하 실험을 통하여 Capsule의 

설계요건을 검증하고 원자로 노심과의 수력학적 양립성을 입증한다. 그리

고 진동실험 및 내구성실험을 통하여 핵연료집합체가 장시간동안 장전되

어 운전되었을 때,  유체유발 진동에 의해 마모(Wear)가 발생하는지 여부

를 실험적으로 규명하여 Capsule 및 유동관(Flow Tube)의 건전성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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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가. 실험장치 개요

  Cold Test Loop I은 상온‧상압 조건에서 다양한 유체유동 실험을 수행

할 수 있으며 Fig. 7.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장수조, 가변속도모터 펌프, 

Test Section, 모터제어장치, 온도제어장치 및 관련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상수도로부터 보충된 순환수는 저장수조에 적정량이 채워지고, 이 순환

수는 주 순환계통의 주 흡입관에 유입되어 펌프에 의해 실험대에 공급된

다. Test Section에 공급되는 유량은 모터제어장치에 의한 펌프회전 속도

에 의해 제어되며, 이 때 공급되는 유량은 Turbine 유량계에 의해 측정된

다. 실험중 폐쇄회로를 흐르는 순환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PID Controller, Control Valve, SCR Unit, Heater 및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등으로 구성되는 온도제어장치를 이용한다. 즉 

PID Controller에 원하는 온도를 입력시키면 SCR Unit에 의해 Heater가 

작동하여 원하는 온도까지 순환수를 가열시키게 되며, 온도 Setting치가 

RTD로부터 측정되어지는 PV(Position Value)치를 초과할 경우 Control 

Value가 열리면서 상수도에 연결된 보충수 배관을 타고 차가운 물이 저장

수조 내로 유입되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저장수조내의 수위는 

Over-flow Drain을 설치하여 일정하게 유지된다.

나. Test Section

  Test Section은 참고문헌(H. J. Chung et al., 1998)에 따라 제작되었으

며, Capsule이 장전되는 Test Section은 하나로용 원통형 유동관이 이용된

다. 본 실험에서는 Zircaloy 재질의 실제유동관을 이용한다. 유동관의 외부

에는 Flow Housing이 장전되는데, 진동실험시 Laser Beam이 투과될 수 

있도록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하 다. 

Spider Cup에 하나로용 18봉 핵연료집합체에 해당하는 Orifice가 삽

입되고, Zircaloy 유동관은 90 N‧m의 일정한 힘으로 Spider Cup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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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실험에 이용된 Sipder Cup 에는 Spider Pin이 없다.

다. Instrumentation

  실험중 Test Section으로 공급되는 유량은 OMEGA Turbine유량계로 

측정한다. Turbine의 회전수와 유량간에는 다음의 일정한 관계가 성립된

다.

                 Q = A + B H                          (7.2.1)

여기서, Q  : Flow Rate (GPM),

A, B : Constant (Given By OMEGA),

H : Frequency (Hz).

식 (7.2.1)에서 유량을 구하는데 이용되는 H는 Turbine의 회전수에 비례하

여 Turbine 유량계 전장부(Electronic Part)를 통하여 출력되는 전기적 신

호를 측정함으로써 구해지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H = A2 + B2 V                           (7.2.2)

여기서, A 2,  B 2  : Calibration Constant,

V  : Voltage (Volt).

실험대로 유입되는 순환수의 온도는 RTD로 측정하며 이는 또한 온도제어

용 PID Controller에 입력변수로서 이용된다. Test Section 입구압력 및 

각 측정부위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Rosemount사의 Smart Type 압력

발신기와 차압발신기로 측정한다. 압력발신기와 차압발신기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측정범위로 교정된다.

라. 실험자료의 측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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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측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Data Acquisition System(DAS)

과 본 실험을 위해 작성된 구동 Program에 의해 수집되고 처리된다. 

DAS는 Personal Computer, DT-2821 A/D Converter 등으로 구성된다. 

구동 Program은 Main Program 과 Sub-Program등으로 구성되며, Main 

Program은 실험자료의 처리에 필요한 핵연료집합체의 제원과 계측기의 

교정식 등을 저장한다. Sub-Program은 처리된 실험자료의 출력과 주어진 

온도, 압력 조건에서 순환수의 물성치를 계산할 수 있는 Steam 표 등으로 

구성된다.

마. 실험방법

(1) 압력강하측정 실험 

  실험용 Capsule이 장전되면 0.5 kg/s 간격으로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Capsule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측정한다. 실험유량 범위는 5 - 11 

kg/s이다. 각 유량에 대한 실험온도 조건은 하나로 노심 입/출구 온도인 

35/45℃의 평균인 40 ℃로서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장수조의 하부에 

위치한 RTD에 의해 측정되어 온도제어장치에 의해 유지된다. 압력강하 

실험결과 다음의 하나로 제한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압력강하 > 200 kPa,

유량 < 12.7 kg/s.

(2) 진동측정 실험 

  Capsule의 진동은 Laser Vibrometer(Polytec Model: FV3001)를 이용하

여 측정한다. Laser Interferometer로부터의 입사광은 진동물체로부터 반

사되어 여러 Lens조합을 거쳐 Signal Processor에 전달되어 진동물체의 

진동속도와 진동변위에 해당되는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이 전기적 신호는 

Computer Memory에 일단 저장되고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과정

을 통하여 주파수 대 진폭의 함수를 얻고 이 결과로부터 Peak Amplitude, 

RMS Amplitude 및 진동 주파수특성 등을 판별한다. 



- 660 -

진동실험의 경우 각 핵연료집합체의 Grapple Head부분에 대하여 90
o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2 지점에서 측정되었다. 진동실험결과 Capsule의 

진동변위가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와 유동관간의 허용간격인 300 μm 이내

의 범위이어야 한다.

(3) 내구성실험

  내구성 실험의 경우 순환수 온도 40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내구성 실

험중 매 24시간마다 진동변위 변화를 육안관찰하고, 실험 종료 후 실험부

를 해체하여 Capsule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마모가 발견되면 필

요시 세척하고 마모 부위를 기록한다.

(4) 실험절차

  Capsule에 대한 압력강하, 진동 및 내구성실험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실시된다 (J. S. Ryu and H. J. Chung, 2000).

 

    (1) Capsule에 대한 실험전 외형 칫수검사 실시

    (2) Capsule에 대한 Spider cup에 장전하고 초기 장전위치           

      확인(유동관 장전 Torque 90N.m 확인) 

(3) Pump를 가동하여 최소의 유량범위에 Setting : 5.0 kg/s

(4) Heater를 가동하여 순환수 온도가 40±1 
oC가 될 때까지 가열

(5) Capsule에 대한 압력강하 실험 실시

(6) 압력강하 실험 실시후 진동실험 실시

(7) 진동실험 실시 후 유량을 내구성 실험유량에 Setting

(Capsule 표준유량의 110% )

(8) 매 24시간마다 진동변위 변화 육안 관찰

(9) 일정시간 경과후 압력강하 및 진동실험 실시

(12) 실험 종료 후 실험부 해체

(13) Capsule에 대한 최종 육안 및 칫수 검사/기록

 (14) 마모흔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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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토의

  본 과제에서 수행한 하나로 조사시험용 Capsule에 대한 실험결과는 

표 7.2.1에 요약하여 보여준다. 본항에서는 최근에 수행된 DUPIC 

Irradiation Rig 및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에 대한 내구성 실

험결과를 위주로 기술한다. 

가.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

(1) 압력강하측정 실험

  압력강하 실험은 내구성실험 전후 각 2회씩 4회 실시하 다. 유량을 변

화시키면서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 전체 압력강하량을 측정

하 다. 

Fig. 7.2.2에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의 압력강하를 유량

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이 실험결과로부터 200 kPa의 압력강하를 유발하

는 유량은 약 9.05 kg/s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 

제한조건을 만족한다.

(2) 진동측정 실험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에 대한 진동실험은 유량을 0.5 

kg/s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Grapple Head에 대하여 90
o 간격을 두고 서

로 다른 두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진동주파수는  Fig. 7.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구성 실험전과 후의 모양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내구성 실험

전의 경우는 진동주파수가 13.8와 14.0 Hz의 두 경우만 나타나는데, 내구

성 실험후의 경우에는 5.3 - 32.3 Hz의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전

체적인 진동주파수 범위는 약 5 - 32 Hz 범위이다. 

Fig. 7.2.4는 유량에 따른 진동변위 특성을 RMS(Root Mean Square) 값

으로 보여준다. RMS 변위는 내구성실험 전후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12.7 ㎛이하이다.

최대 진동변위는 유량의 함수로써 Fig. 7.2.5에 나타내었다. Vi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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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의 변위가 View Port 1에서의 변위보다 크게 나타나며, 내구성실험 

전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View Port 1에서는 내구성실험 전의 값이 

크게 나타났고, View Port 2에서는 내구성실험 전후에 큰 변화가 없다. 

이 결과로부터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의 최대 진동변위는 

약 40.0 ㎛ 이하의 범위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실험결과로부터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의 진동변위는 하나로 제한조건인 허용간격 

300 ㎛ 이하의 범위를 만족한다.

(2) 내구성 실험 

  내구성 실험은 순환수 온도 40 ℃, 200 kPa 압력강하 유발유량의 (약 

9.049 kg/s) 110%인 9.954 kg/s 조건에서 40일간 실시되었다. 매 24시간마

다 진동수준의 변화를 육안 관찰하 고 실험종료 후 실험부를 해체하여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의 마모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검사

를 실시하 다. 육안 관찰의 결과 부품에서는 인식할 만한 마모가 발생하

지 않았다.

나.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

(1) 압력강하측정 실험 

  압력강하 실험은 내구성실험 전후 각 2회씩 4회 실시하 다. 유량을 변

화시키면서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 전체 압력강하량을 측정하

다.  

Fig. 7.2.6에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의 압력강하를 유량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이 실험결과로부터 200 kPa의 압력강하를 유발하는 

유량은 약 7.45 kg/s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 제한

조건인 12.7 kg/s 이하를 만족한다.

(2) 진동강하측정 실험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에 대한 진동실험은 유량을 1 kg/s 간

격으로 증가시키면서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의 Grapple Head

에 대하여 90
o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진동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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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Fig. 7.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구성 실험전과 후의 모양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내구성 실험전의 경우는 진동주파수가 13.8와 14.0 

Hz의 두경우만 나타나는데, 내구성 실험후의 경우에는 13.0 - 32.3 Hz의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진동주파수 범위는 약 13 - 32.3 

Hz 범위이다. 

Fig. 7.2.8은 유량에 따른 진동변위 특성을 RMS(Root Mean Square) 값

으로 보여준다. RMS 변위는 내구성실험 전후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11.6 ㎛이하이다.

최대 진동변위는 유량의 함수로써 Fig. 7.2.9에 나타내었다. View Port 

1에서의 변위와 View Port 2에서의 변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내구성실험 전후에 따른 차이는 내구성 실험 전에는 비교적 최대 변위가 

12.3 - 24.0 ㎛로 좁은 폭을 보 으나, 내구성 실험후의 최대변위는 6.5 - 

30.5 ㎛로 넓은 범위에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경수로용 신형소결

체 무계장 캡슐의 최대 진동변위는 약 30.5 ㎛ 이하의 범위임을 알 수 있

다. 위의 실험결과로부터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의 진동변위는 

하나로 제한조건인 최대허용간격 300 ㎛ 이하의 범위를 만족한다.

(3) 내구성 실험 

  내구성 실험은 순환수 온도 40 ℃, 200 kPa 압력강하 유발유량의 (7.45 

kg/s) 110%인 8.19 kg/s 조건에서 103일 17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매 24

시간마다 진동수준의 변화를 육안 관찰하 고 실험종료 후 실험부를 해체

하여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의 마모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검

사를 초기 10일, 이후 매 30일마다 4회에 걸쳐 실시하 다. 육안 관찰의 

결과 부품에서는 인식할 만한 마모가 발생하지 않았다. 

4. 결론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의 경우 압력강하 실험결과 약 

200 kPa의 압력강하를 유발하는 유량은 9.05 kg/s 로 측정되었고, 하나로 

제한 조건을 만족한다. 진동실험 결과 진동주파수 역은 약 5 - 32 Hz로 

나타났다. 실험범위에서의 RMS 진동변위는 약 12.7 μm이하, 최대진동변위

는 약 40.0 μm  이하로 측정되어 하나로 제한조건을 만족한다. 순환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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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o
C 에서, 압력강하 200 kPa 유발유량(약 9.05 kg/s)의 110 %인 약 9.95 

kg/s 유량조건에서 40 일간 실시된  내구성 실험결과 대부분의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의 육안 관찰의 결과 부품에서는 인식할 만한 마

모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dmk 경우 압력강

하 실험결과 약 200 kPa의 압력강하를 유발하는 유량은 7.45kg/s 로 측정

되었고, 하나로 제한 조건을 만족한다. 진동실험 결과 진동주파수 역은 

약 5 - 32 Hz로 나타났다. 실험범위에서의 RMS 진동변위는 약 12.7 μm이

하, 최대진동변위는 약 40.0 μm  이하로 측정되어 하나로 제한조건을 만족

한다. 순환수 온도 40 
o
C 에서, 압력강하 200 kPa 유발유량(7.45 kg/s)의 

110 %인 약 8.19 kg/s 유량조건에서 103 일17시간 실시된  내구성 실험후 

육안관찰 결과,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의 부품에서는 인식할 만

한 마모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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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1 하나로 조사시험용 Capsule 내구성실험 목록

번

호

수행 

년/

월

보고서명 또는 실험명 실험내용 요약 비고

1
1989/

12

KMRR 핵연료 유체유동 시험

(KAERI/RR-839/89)

 - 실험용 핵연료 설계/제작

 - 압력강하 실험, 속도측정실험

2
1990/1

2

KMRR 핵연료 유체유동 시험

(KAERI/RR-961/90)

 - 압력강하 실험

 - 미세 난류구조 측정

3 1994/9
KMRR 계장 Capsule 압력강하 실험

(KAERI/TR-460/94)
 - 최적 Resister Sizing

4 1996/6
하나로 노심유량 측정용 모의 핵연료 

다발에 대한 차압측정(KAERI/TR-716/96)

 - 하나로 노심 Commissioning         

   Test용 압력강하 관계식 도출

5 1996/7 
하나로 핵연료 부수로 유속 및 압력강하 

측정(KAERI/TR-735/96)

 - 압력강하 측정

 - 부수로 유속 측정
 국산

6 1998/3 OR 조사공 RI Rig 압력강하 및 진동 실험  - RI RIG 압력강하 및 진동실험

내부

보고

서

7 1998/5
하나로 핵연료 내구성 실험

(KAERI/TR-1055/98)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8 1998/6
하나로 36봉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진동 및 

내구성 실험(KAERI/TR-1101/98)

 - 내구성실험

 - 진동 실험 

9 1998/6 DUPIC Capsule 압력강하 및 진동 실험
 - DUPIC Capsule 압력강하 및 

   진동실험 

내부

보고

서

10 1999/4
하나로 18봉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진동 및 

내구성 실험(KAERI/TR-1311/99)

 - 내구성실험

 - 진동 실험

11 1999/7
Mini-Plate 핵연료 내구성 실험

(KAERI/TR-1360/99)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12 1999/7
DUPIC Capsule 내구성실험

(KAERI/TR-1367/99)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13 2000/2
DUPIC Capsule 내구성실험

(KAERI/TR-1367/99)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14 2000/8
OR 조사공 RI Rig 압력강하 및 

진동 실험 (KAERI/TR-1686/2000)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15 2001/4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 수력시험

 (KAERI/TR-1806/2001)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16
2001/1

1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 수력시험 

 (KAERI/TR-1962/2001)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17
2002/0

3
U7-Mo 분산핵연료집합체 내구성 실험  - 압력강하, 진동, 내구성실험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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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1 Schematic Diagram of Cold-1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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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2 Pressure Drop as a Function of Flow Rate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



- 668 -

5 6 7 8 9 10 11
0

5

10

15

20

25

30

35
Fr

eq
ue

nc
y,

 H
z

Flow Rate(m), kg/s

Symbol
open : Before Endurance
solid : After Endurance

 View Port 1
 View Port 2

View Port 1

View Port 2Grapple
 Head

m = 9.05 kg/s

Fig.  7.2.3. Vibration Frequency as a Function of Flow Rate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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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4.  RMS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Flow Rate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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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5.  Maximum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Flow Rate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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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6. Pressure Drop as a Function of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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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7. Vibration Frequency as a Function of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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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8.  RMS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Flow Rate
(Advanced PWR Fuel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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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9.  Maximum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Flow Rate 

(Advanced PWR Fuel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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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봉다발 지지격자 압력강하 실험

1. 서 론

   핵연료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핵연료를 일정간격으로 지지

하고 냉각재의 유동 혼합을 증진시키는 지지격자(Spacer Grid)의 설계

가 중요하다. “원전 안전계통 실증실험”과제에서는 이러한 핵연료 지지

격자들에 대하여 성능 검증을 위한 수력적 실험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

에는 “핵연료 성능향상 기술개발” 과제에서 기존 지지격자에 비하여 열

적, 수력적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복합유동 발생 지지격자(Hybrid)

를 설계/제작하 으며, 이에 대한 검증시험을 우리 과제에 의뢰하 다. 

복합유동 날개 지지격자는 날개 후방 부수로에서 회전류와 교차류를 동

시에 발생시키도록 고안된 것으로, 부수로 중앙에 회전류를 발생시키는 

한 쌍의 날개와 교차류를 발생시키는 한 쌍의 날개가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마주보고 격자판 교차점에 존재하며 교차점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대칭 형태이다. 본 보고서는 복합유동 날개 지지격자의 수력 성능 검증

을 위하여 본 지지격자 외에 독일 KWU에서 개발한 분리형 날개 지지

격자(Focus)와 reference용으로 Hybrid형 지지격자에서 날개를 제거한 

지지격자(Plain)들에 대하여 수력적 실험을 수행하여 비교한 내용에 대

하여 기술한 것이다. 실험은 상온, 상압 수력실험장치인 Cold Test 

Loop-I에서 수행하 다. 각 지지격자들에 대한 수력실험을 위하여 test 

section은 5x5 핵연료다발에 대하여 3개의 지지격자를 장착하도록 하

다. 측정변수로 지지격자 및 핵연료봉 구간에 대한 차압을 측정하 으

며 loop의 실험조건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유량, 온도 그리고 압력

들을 측정하고 실험조건으로 제어하 다. 

2. 실험장치

가.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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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장치(Cold Test Loop-I)는 냉각수 저장탱크(water storage 

tank), 순환 펌프(circulation pump), 시험대(test rig) 그리고 loop 조건을 

감시하는 유량계, 온도,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냉각수 

저장탱크에는 냉각수 온도를 설정온도로 맞추기 위하여 heater와 cooler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heater controller와 flow control 

valve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장치에 대한 개략도는 Fig. 7.3-1과 같으며 각 

component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냉각수 저장탱크(Water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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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전체용량은 900 liter, 정격용량은 700∼800 liter정도이다. 탱크의 하

단에  출구배관(4 )이 외부의 순환펌프와 연결되고 상부 측면에 입구배

관(4 )이 연결되어 있다. 탱크내부에는 냉각수를 식히기 위하여 cooler가 

직경 5/8 , 총길이 6 m의 tube가 코일형상으로 내장되어 있다. 또한 냉각

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탱크 하단에 10 KW 용량의 heater 2개를 장

착하 다. 그 외 탱크에 장착된 배관의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탱크의 자세

한 도면은 Fig. 7.3-2에 나타나 있다. 

- 탱크 상단 윗면 : 시약 및 입자 투입구(2 ball valve), 

demi-water                   주입구 (1/2 ), 수위 측정 및 over flow 

배관 (1-1/2 )

       - 탱크 상단 측면 : 냉각수 입구 (4 ), 2차측 냉각수 출구 (3/4 )

       - 탱크 중간 측면 : 온도측정구 (1/2 )

       - 탱크 하단 측면 : 2차측 냉각수 입구 (3/4 )

       - 탱크 하단 아랫면 : 냉각수 출구 (4 ), heater 삽입구 2개 (2 ), 

                         drain 배관 (1 )

(2) Heater &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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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중 냉각수를 실험온도로 맞추기 위하여 heater와 cooler를 

사용한다. 이들은 냉각수 저장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냉각수 온도의 측정값

과 설정온도를 비교하고 heater와 2차측 냉각수 공급밸브의 제어에 의하

여 작동됨으로써 냉각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Circulation Pump

         순환 펌프는 저장탱크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loop 내에 유량을 

형성한다. Loop의 유량은 펌프의 회전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변화시키는데 

펌프속도는 inverter를 사용한다. 

(4) Loop Instrument

       실험장치의 실험조건을 감시, 제어하기 위하여 loop의 상태를 정

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량, 시스템 온도,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 다. 사용된 계측기들의 기술사양은 Table 7.3-1과 

같다. 유량계의 교정자료는 Table 7.3-2, 압력계의 교정자료는 Table 

7.3-3과 같다. 이에 따른 유량계 및 압력계의 교정식은 Fig. 7.3-3과 4에 

나타나 있다.

나. Test Section

(1) Test Channel

         Test channel은 5x5 핵연료 다발이 장착될 수 있도록 사각 채널

형상이며 재질은 아크릴을 사용하 다. Test channel의 길이는 하단에서

의 입구 효과와 상단의 출구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단과 상단 지지

격자를 장착하고 중간에 지지격자를 둠으로써 두 구간의 span과 입, 출구 

구간을 고려하여 제작하 다. 자세한 test channel의 사양은 Fig. 7.3-5, 6

에 나타나 있다. 

(2) Spacer Grid

         실험에 사용된 지지격자(spacer grid)는 다음의 세 종류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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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적 사양은 Table 7.3-4와 같다.

가) 분리형 날개 지지격자 (Focus)

Fig. 7.3-7 참조

나) 복합유동 날개 지지격자 (Hybrid)

Fig. 7.3-8 참조

다) 날개 없는 지지격자 (Plain)

Fig. 7.3-9 참조

(3) Instruments

         Test section에서의 지지격자 및 핵연료 다발의 수력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하여 구간별 압력강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계측기로 6

개의 차압측정기를 사용하 다. 이들 측정기들의 기술사양은 Table 7.3-1

에 나타나 있다. 

다. Data Acquisition System

(1) 실험자료 획득

         실험 중 loop와 test section의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유량, 압력, 

온도의 실험자료는 signal conditioner를 거쳐 data acquisition unit 

(Agilent 34670A)에서 처리된다. 이들의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Signal Cond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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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acity : 16 Positions

- Power : AC 100∼240 Volt, DC 24 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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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Time : ≤ 0.5 sec. (typical), 25 mS (optional)

Agilent 34970A

- 6-1/2 multimeter accuracy

- up to 60 channels per instrument

- Scanning rate : 250 channels per second

- GPIB, RS-232 interface

- HP 34901A 20 ch. Multiplexer 사용

(2) 실험자료 수집

         Data logger로부터 처리된 실험자료는 PC의 모니터 상에 표시

되고 파일로 저장된다. PC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data logger의 driver

를 PC에 설치해야 한다. PC로부터 실험자료 획득/처리를 통제하기 위해

서 HP-VEE를 PC에 설치하고 data logger와 계측기들의 정보(Fig. 7.3-3, 

4 참조)를 설정하 다. 

 

3. 실험방법 및 절차

가. 실험절차

(1) 실험대 조립

가) 실험 대상 지지격자와 모의 핵연료봉 조립 

   1) 3개 지지격자 위치 선정 및 확인

   2) 지지격자에 봉다발 조립

   3) 아크릴 사각 채널에 봉다발 넣고 조립

나) 실험대에 Test Section 장착

   1) 실험대에 5x5 Test Section을 조립

   2) 누수 확인

(2) 실험장치 가동

가) Loop Valve 개폐 조정/확인

   1) 사용할 Loop 관련 Loop Valv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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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orage Tank, Loop 충수

   1) Storage Tank 냉각수 잔량 확인, 하단 Valve Close 확인

     - 수위지시관에서 Tank 상부 적정 수위표시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충수 실시

   2) 충수 필요시 Demi-water 공급 Valve Open

   3) 외부 Loop 충수 확인

     - Pump 현장에서 drain 및 vent valve 개폐로 확인

   4) Tank와 외부 Loop 연결 Valve 개방

   5) 외부 Loop empty 시

     - 외부 Loop Drain Valve Close

     - 외부 Loop Vent 실시 후 Vent Valve Close

   6) 충수 중 Loop Vent 실시

   7) Storage Tank 적정수위까지 충수 후 Demi-water 공급 Valve 

Close

다) 냉각수 온도조절장치 가동

   1) Heater Main Power ON

   2) Cooler Valve, Heater Controller Power ON

   3) Cooler 수동 Valve Open

   4) 온도 Controller 25 ℃ Setting

라) Pump 가동

   1) Pump Control Panel 내부 Main Power ON

   2) Pump Control Panel Power ON

   3) Pump 회전 Switch ON (front)

     - Pump 기본 회전수(10 Hz)로 가동 시작

   4) 필요시 Potentiometer로 Pump RPM 조절

마) Loop DAS 가동

   1) 계측기 배선 확인

   2) DAS PC ON

   3) 계측기 Main Pow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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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istributer ON 확인

   5) HP-Vee S/W 가동

   6) HP Data Logger ON

바) Pressure Transmitter Vent

   1) 계측에 사용되는 PT, DP 확인

   2) 각 계측기에 대하여 tubing이 긴 것부터 Vent 실시

     - Common valve Open

     - 저압측, 고압측 Vent Open 기포 제거

     - Vent 충분히 실시 후 Vent, Common Valve Close

사) 실험 준비

   1) Loop Data Acquisition 실시

   2) Loop 냉각수 적정 온도 확인 (25 ℃)

   3) Pump RPM Setting

(3) 실험수행

저유량 실험

가) 배관, 배선 전환/확인

   1) 저유량계로 배관(1.5″) 전환

     - 3″배관 개방 상태에서 1.5″개방 후  3″배관 Close

   2) Multiplexer 입력단자 전환 (CH-12 for 1.5" Flowmeter)

     - Data Logger Off 후 배선 전환

나) 저유량 Setting 

   1) Pump Speed Setting

   2) Bypass valve 개폐 조정

   3) 1.5″배관 Valve 개폐 조정

다) Data Acquisition 실시

   1) 실험조건 확인

   2) Data 저장 실시

고유량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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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 배선 전환/확인

   1) 고유량계로 배관(3″) 전환

     - 1.5″배관 개방 상태에서 3″개방 후  1.5″배관 Close

   2) Multiplexer 입력단자 전환 (CH-11 for 3" Flowmeter)

     - Data Logger Off 후 배선 전환

나) 저유량 Setting 

   1) Pump Speed Setting

   2) Bypass Valve 개폐 조정

   3) 3″배관 Valve 개폐 조정

다) Data Acquisition 실시

   1) 실험조건 확인

   2) Data 저장 실시

(4) 실험장치 가동 종료

가) Pump 정지

   1) Pump RPM 최저 감속 (10 Hz)

   2) Pump 회전 Switch OFF (stop)

   3) Pump Control Panel Power OFF

   4) Pump Control Panel 내부 Main Power OFF

나) 냉각수 온도조절장치 정지

   1) Cooler Valve, Heater Controller Power OFF

   2) Heater Main Power OFF

   3) Cooler 수동 Valve Close

다) Loop DAS 정지

   1) HP-Vee S/W 정지

   2) HP Data Logger OFF

   3) DAS PC OFF

   4) 계측기 Main Power ON

나. Tes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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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ase Run No. S/G Type
Flow Range

(kg/s)
Date

DP-VFA-Hybrid-1.5 1∼10

Hybrid

2.554∼7.193

2002. 2. 28.

DP-VFA-Hybrid-3.0 10∼21 7.316∼25.565

DP-VFA-Plain-1.5 1∼10

Plain

2.543∼7.323

2002. 3. 2.

DP-VFA-Plain-3.0 10∼21 7.323∼25.605

DP-VFA-Focus-1.5 1∼10

Focus

2.553∼7.308

2002. 3. 4.

DP-VFA-Focus-3.0 10∼21 7.309∼25.514

        지지격자의 성능 실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 가지에 대하여 수

행하 다. 각 지지격자의 실험경우(test case)에 대해서는 Table 7.3-5와 

같이 유량을 변화해가며 압력손실을 측정하 다. 실험경우(test case)의 명

칭은 예를 들어 "DP-VFA-Hybrid-1.5"로 하 을 경우, 압력강하(DP)실험

을 수직 5x5핵연료다발 test section(VFA)에서 Hybrid형 지지격자를 장착

하고 1.5″유량계를 사용하여 Table 7.3-5의 1∼10번 유량조건에 대해 수

행한 실험을 의미한다. 

수행된 실험의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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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가. 실험수행예

       세 가지 지지격자에 대한 압력강하실험 중 복합유동 지지격자

(Hybrid)에 대한 실험(test case: DP-VFA-Hybrid-1.5, 3.0)에 대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Test section의 조립 및 실험장치 가동 작업에 대해

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으며 실험수행에 있어서 저유량 실험부터 시작

하 다. 실험요건에 의한 2.5 kg/s 유량을 얻기 위하여 저유량계 배관(1.

5″) 및 계측 배선(CH-12)을 선택하고 펌프 최저회전(10 Hz) 그리고 

bypass 밸브를 최대로 열고 loop 밸브를 부분적으로 닫았다. 최저 유량에

서 유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loop 밸브를 점차 열면서 4.5 kg/s까지 얻고 

bypass 밸브를 닫아 5.7 kg/s까지 얻었다. 이후에는 펌프 회전수를 높여 

저유량계 측정한계(7.3 kg/s, pump speed =13.8 Hz)까지 실험을 수행하

다. 각 test run에서는 유량 및 압력, 온도값에 대해서 대략 100개의 data

를 sampling하 다. 유량신호의 sampling에서는 Fig. 7.3-10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유량에서 약간의 불안정이 감지되었으나 무시할 만하 고 

불안정 신호를 제거한 유량값은 표준편차가 최대 0.74 % 정도로 나타났다

(Fig. 7.3-10 (b)). 또한 압력신호는 두 번째 지지격자의 압력강하값에서 

표준편차가 최대 2.43 %(Fig. 7.3-11), loop 냉각수 온도의 최대 표준편차

가 0.3 % (Fig. 7.3-12)정도로 나타났다. 저유량계의 한계유량 실험 후에는 

펌프속도를 최저로 한 상태에서 유량계 배관을 3″로 바꾸어 고유량계를 

사용하 으며 계측기 배선도 CH-11로 선택한다. 고유량 실험은 실험요건

의 최대유량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량을 낮추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최대

유량 25.6 kg/s를 얻기 위한 loop 조건은 bypass 밸브가 닫히고 loop 밸브 

완전개방 상태에서 펌프 속도 29.8 Hz 으며 유량을 실험요건에 따라 낮

추며 실험하기 위하여 펌프 속도를 10.4 Hz까지 줄여 9.0 kg/s의 유량까

지 얻고 이후에는 펌프속도를 최저(10 Hz)로 하고 bypass 밸브를 열어 

7.3 kg/s까지의 유량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저유량실험에서와 마찬

가지로 각 test run에서 유량 및 압력, 온도값에 대해서 대략 100개의 

data를 sampling하 다. 유량신호의 sampling에서는 Fig. 7.3-13 (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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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저유량(run No. 10, 11)에서 불안정한 신호가 다수 감지되

었다. 따라서 오차가 큰 불안정 실험자료는 모두 제거하 다. 불안정 신호

를 제거한 유량값은 표준편차가 최대 1.11 % 정도로 나타났다(Fig. 7.3-13 

(b)). 또한 압력신호는 두 번째 지지격자의 압력강하값에서 표준편차가 최

대 1.15 %(Fig. 7.3-14), loop 냉각수 온도의 최대 표준편차가 0.36 % 

(Fig. 7.3-15)정도로 나타났다. 

나. 실험결과 분석

       각 test case에 대한 압력강하 실험자료는 지지격자에 대하여 세 

가지(DP-1(입구), DP-3(중간), DP-5(출구)), 핵연료봉 구간에 대하여 두 

가지(DP-2(하단), DP-4(상단)) 그리고 중간 지지격자와 상단 핵연료봉 구

간의 압력강하(DP-6=DP-3+DP-4) 등 6개이다. 지지격자의 압력강하 실험

자료는 입구와 출구에서 배관 곡면부의 기하형상으로 인한 유동 왜곡으로 

인하여 오차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

로 중간 지지격자의 압력강하 값을 사용하 다. Test section 입구 및 출

구 지지격자의 압력강하는 중간 지지격자의 압력강하에 비해 입, 출구 효

과로 인하여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Hybrid 지지격자의 경우, Fig. 

7.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강하 값이 유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입, 출

구 지지격자 압력강하가 중간 지지격자 압력강하에 비해 최대 10 % 정도

까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지격자 압력강하에 비해 핵연료봉의 마

찰손실에 의한 압력강하는 Fig. 7.3-17(Hybrid 지지격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구간(DP-2, DP-4)에서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구

간 DP-6는 DP-3와 DP-4의 측정구간을 더한 구간이므로 측정값도 두 구

간의 측정값을 더한 값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측정 지점

에서의 가공상태 및 유동 교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 7.3-18은 측정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유량

에서 최대 6.2 %의 오차가 발생하며 고유량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실험 수행 중 측정범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유량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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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유량의 중복범위에서 약간의 유량값 불일치가 발생하 다. 이는 

유량계 측정 한계 역 부근에서 오차가 커지는 것과 두 유량계의 bias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한 압력손실 및 마찰

계수의 오차는 1 % 이내로 무시할 만하다.

Test section에 대한 6개의 압력강하 실험자료로부터 지지격자의 압력손

실계수와 핵연료봉의 마찰손실계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 

Test section의 유로면적은 다음과 같다.

A = AT/S - Arods 

A = 68*68 - 25*(3.14/4*9.5
2
)

A = 2852 mm2

P = PT/S - Prods 

A = 4*68 + 25*(3.14*9.5)

A = 1018 mm

Dh = 4*A/P

A = 4*2852/1018

A = 11.2 mm

여기서, 

     A 봉다발 유로면적, mm2

     Dh  수력직경, m

     P 수력길이, m

레이놀즈수는 test section 내 봉다발 유로면적과 수력직경을 토대로 

하여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687 -

Re =
V Dh
ν
                               (7.3.1)

여기서 동점성계수는 1 bar 25℃에서 다음과 같다.

 

ν = 0.8933 x 10
-6
 m

2
/s

ρ = 997.3 kg/m3

여기서,

     Re  레이놀즈수

     V 봉다발에서 유속, m/s

     ν 동점성계수, m2/s

     ρ 유체 도, kg/m3

본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압력손실계수 및 마찰손실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 :

K =
△P

(
ρ V 2

2
)

                          (7.3.2)

   여기서 △P에 해당되는 실험자료는 DP-1. DP-3, DP-5의 측정값이다.

핵연료봉 마찰손실계수 :

            f = (
d
l
)

△P

(
ρ V

2

2
)

                          (7.3.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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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차압, bar

     f 마찰손실계수

     K 압력손실계수

     l 마찰길이, m

   여기서 △P에 해당되는 실험자료는 DP-2. DP-4의 측정값이다.

위 정의에 의하여 산출된 각 지지격자들의 압력손실계수는 Fig. 7.3-19 

(a), (b), (c)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ain 지지격자의 

압력손실이 가장 적었으며 Plain 지지격자에 혼합유동 날개를 장착한 

Hybrid 지지격자는 Plain 지지격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7∼10 % 정도 압

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Focus 지지격자는 저 Re수(20000정도)

에서는 Hybrid 지지격자와 비슷한 압력손실을 갖다가 Re수 증가에 따라 

현저히 손실계수가 줄어들어 고 Re수(100000이상)에서는 Plain 지지격자의 

손실계수와 비슷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구, 중간, 출구의 지지격

자에 대한 압력손실계수 차이는 입, 출구 장착 지지격자가 배관 형상에 의

한 향으로 중간 지지격자의 압력손실계수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Fig. 7.3-20 (a), (b)는 핵연료봉 상, 하단 마찰손실계수의 경향을 나타낸 

것인데 지지격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어야 하나 장착 지지격자

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고 Re수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핵연료봉 마찰손실이 지지격자 압력손실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갖는 상황에서 마찰손실 측정지점이 지지격자 근처에 위치하여 

이 지점에서의 지지격자 압력손실이 크게 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5. 결 론

      핵연료를 지지하고 수력적 혼합을 증진시켜 열적 여유도를 높이기 

위한 경수로 핵연료 지지격자들의 수력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성능실험 

대상으로 세 가지 지지격자(Plain, Focus, Hybrid)를 선정하 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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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하여 실험장치 및 계측기의 안정된 정상상태 유지가 요구되었는

데 유량은 1 %, 온도 0.4 % 및 압력 1 %의 표준편차 이내로 안정된 측정

값을 유지하 다. Test section에서의 압력강하 측정구간은 6 곳이었는데 

지지격자의 압력강하 측정이 3곳, 핵연료봉 마찰손실 측정이 2 곳이었으며 

한 곳은 핵연료봉과 지지격자의 압력손실을 측정하 다. 지지격자 압력강

하는 test section 입구 및 출구에서 배관의 입, 출구 효과가 작용하여 중

간 지지격자의 압력강하보다 크게 측정되었으며(최대 10 %), 마찰손실은 

핵연료봉 상, 하단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핵연료봉과 지지격자를 포함한 

압력강하 측정값(DP-6)은 핵연료봉과 지지격자 각각의 압력강하(DP-3, 

DP-4) 측정값을 합산한 것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탭의 위

치가 지지격자에 가까이 있어 국지적 유동교란 향을 받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지격자의 압력손실계수는 Plain 지지격자가 가장 낮으며 Hybrid 지지

격자의 손실계수는 날개의 저항으로 전반적으로 7∼10 % 높게 나타났다. 

또한 Focus 지지격자는 저 Re수에서는 Hybrid 지지격자의 손실계수와 비

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고 Re수로 갈수록 압력손실계수가 떨어져 Plain 

지지격자의 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핵연료봉의 마찰손실계수는 test section 상, 하단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지격자 부근에 위치한 측정탭이 마찰손실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지지격자 압력손실의 향을 받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지지격자 성능실험에 있어서는 압력 측정탭의 위치 선정에 

있어 지지격자에 의한 국지적 유동교란 역을 벗어난 안정된 유동 지점

을 택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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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Tag Name Variable Model
Calibration 

Range
Error

Loop

FT-1(3.0″) m
HOX3-40-650-T-1

(RPM51S)X-F1SS-CE
0∼40.899 kg/s ±0.32 %

FT-1(1.5″) m
HO11/2X11/2-8-130-T-1

(RPM51S)X-F1SS-CE
0∼8.188 kg/s ±0.31 %

PT-1 P Rosemount 3051CG 0∼600 KPa ±0.05 %

TE-1 T Watlow, T-type, Unground 0∼200 ℃ ±0.4 %

Test 

Section

DP-1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2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3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4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5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6 P Rosemount 3051CD 0∼150 KPa ±0.05 %

Table 7.3.1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Instruments

Table 7.3.2 Calibration Data of Flow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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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mm) Hybrid Plain Focus

Rod Array 5 x 5 5 x 5 5 x 5

Rod Diameter 9.5 9.5 9.5

Rod Pitch 12.8 12.8 12.6

Strap Thickness 0.48 0.48 0.43

Strap Width 66.6 66.6 65.86

Vane Angle (°) 35 - 22

Table 7.3.3 Calibration Data of Pressure Transmitters

Table 7.3.4 Geometric Configurations of the Spacer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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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순서
Reynolds

Number

Flow Rate

(kg/s)

Average Velocity

(m/s)

1 10000 2.5521 0.896

2 11220 2.8635 1.006

3 12589 3.2128 1.128

4 14125 3.6049 1.266

5 15849 4.0447 1.421

6 17783 4.5383 1,594

7 19953 5.0920 1.788

8 22387 5.7133 2.007

9 25119 6.4105 2.252

10 28184 7.1927 2.526

11 31623 8.0703 2.835

12 35481 9.0550 3.180

13 39811 10.1599 3.568

14 44668 11.3996 4.004

15 50119 12.7906 4.492

16 56234 14.3511 5.041

17 63096 16.1024 5.656

18 70795 18.0672 6.346

19 79433 20.2717 7.120

20 89125 22.7452 7.989

21 100000 25.5205 8.963

Table 7.3.5 Test Matrix of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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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 Schematic Diagram of Cold Test Loo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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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2 Drawing of the Coolant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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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3 Calibration Equation of Flow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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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4 Calibration Equation of Pressure Transmitters (X: Volts, Y: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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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5 Geometric Configurations of th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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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6 Test Section (5x5 Fuel Rod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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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7 Spacer Grid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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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8 Spacer Grid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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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9 Spacer Grid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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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 Reduction 전

(b) Data Reduction 후

Fig. 7.3.10 Data Sampling of the FT-1(1.5″) Flowmeter

           (Test Case : DP-VFA-Hybr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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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1 Data Sampling of DP-3 on Central S/G at Low Flow Range

 (Test Case : DP-VFA-Hybrid-1.5)

Fig. 7.3.12 Data Sampling of TC-1 at Low Flow Range

           (Test Case : DP-VFA-Hybr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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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 Reduction 전

(b) Data Reduction 후

Fig. 7.3.13 Data Sampling of the FT-1(3.0″) Flowmeter

           (Test Case : DP-VFA-Hybr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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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4 Data Sampling of DP-3 on Central S/G at High Flow 

Range (Test Case : DP-VFA-Hybrid-3.0)

Fig. 7.3.15 Data Sampling of TC-1 at High Flow Range 

           (Test Case : DP-VFA-Hybr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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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6 Comparison of the Delta-P on the Entrance and Exit S/G    

           with the Central S/G (Test Case : DP-VFA-Hybrid)

Fig. 7.3.17 Comparison of the Friction Loss on the Upper and Lower    

           Fuel rods (Test Case : DP-VFA-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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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18 Comparison of the Pressure Losses between S/G and Fuel   

           Rods (DP-6, DP-3+DP-4)

(a) Form Loss Coefficient of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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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m Loss Coefficient of K2

(c) Form Loss Coefficient of K3

Fig. 7.3.19 Comparison of the Pressure Losses between 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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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iction Loss Coefficient of Lower Part

(b) Friction Loss Coefficient of Upper Part

Fig. 7.3.20 Comparison of the Friction Losses between Fue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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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본 과제를 통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하나로에 장전될 여러 종류의 

Capsule에 대한 압력강하, 진동 및 내구성실험을 수행하여, Capsule이 장

시간동안 하나로 노심에 장전되어 운전되었을 때, 유체유발 진동에 의해 

마모(Wear)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 고, Capsule 및 유

동관(Flow Tube)의 건전성을 확인하 다. 본 실험결과는 궁극적으로 국산

하나로 핵연료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용 Rig 개발, 계장 및 무계장 

Capsule 개발 등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또한, 본 과제를 통하여 얻

어진 신형핵연료 5x5 봉다발 실험결과는 핵연료집합체 부품인 지지격자의 

성능평가자료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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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안전계통 열수력 실증실험

가. 증기-물의 직접접촉응축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단계별 연구

(1) 단공의 sparger를 사용한 저압(3∼8bar), 정상상태 (250∼        

1200kg/m2 s) 증기분출실험

  단일증기제트의 직접접촉응축에 의한 열전달 성능검증, 응축하중 특성규

명, 응축 역도 등에 관한 실험자료(250 case)을 생산하 다. 특히, 단일증

기제트의 열전달계수, 제트 확장비 및 침투깊이 상관식, 제트내부 및 주위

에서의 온도분포특성 등을 규명하여 직접접촉응축연구의 기초를 마련하

다.

(2) 다공의 sparger를 사용한 저압(6∼8bar), 정상상태(70∼

215kg/m
2 s) 응축하중 및 수조내 열혼합실험

  증기분사기의 형상에 따른 수조내 열혼합성능 및 하중특성을 단일증기

제트에 의한 응축특성과 비교함으로서 증기분사기의 형상이 응축에 미치

는 향을 설명하 다. 증기분사기 형상변수(P/D)의 향을 포함한 응축

주파수 상관관계식을 개발하 고, 수조내 열혼합성능과 압력하중 측면에서

의 증기방출구 배열과 증기분사기 형상에 대한 응축특성자료를 생산하여 

코드검증용 실험자료(330 case)로서 사용된다.

(3) 2 inch Sparger를 사용한 고압/천이상태 증기분출실험

  저압/정상상태 증기분사기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4가지 종류의 2inch 증

기분사기를 사용하여 공기 및 증기 분출 시 수조내 압력하중분포를 실험

적으로 규명하 고, 특히, 증기분사구 직경과 수조온도에 따른 하중특성을 

정량화하고 증기분사기 성능해석을 위한 실험자료를 생산(65 case)하여 모

델검증 및 코드해석자료로서 사용한다.

나. 신형 원자로 APR 1400 안전감압계통 Unit cell sparger 실험

(1) APR1400 원형 sparger 성능검증 및 해석자료 생산을 위한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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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Sparger 실험

  공기방출 시 발생하는 최대하중 및 진동주파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

여 실제 원자로의 설계조건에 맞추어 실험을 수행(120 case)하고 원형 증

기분사기의 성능을 검증하여 원형증기분사기의 안전성을 입증하 다. 또한 

APR1400의 안전감압계통과 IRWST설계에 필요한 압력하중함수(Pressure 

forcing function)를 생산하기 위해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양질의 실험자료

를 생산함으로서 APR1400 원자로의 안전감압계통과 IRWST 설계에 중요

한 설계자료로 사용된다. 

(2) IRWST설계를 위한 압력하중함수의 개발

  IRWST설계를 위한 압력하중함수의 개발을 위해 최대하중이 관찰된 

VB03의 경우에 대하여 12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 다. 원형 증기분사기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하중과 주 진동수를 압력하중함수로 표현함으로서 

APR1400원자로의 관련계통 설계를 위한 중요한 설계자료로 사용된다.

다. IRWST/Sparger 최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실험

(1) APR1400원자로 안전감압계통 수조 내 압력하중분포와 열성층에 

대한 실험 

  증기제트의 분출에 따른 압력하중분포와 수조내 열확산 현상을 파악하

기 위한 고온/고압 증기방출실험 수행하 다. 생산된 실험자료는 증기방출 

시 수조 내 유동분포 및 열성층현상 규명을 위한 코드검증용 실험자료로

서 사용된다.

(2) 인접한 증기제트간 간섭효 실험

 인접한 증기제트간 간섭효과 및 증기분사기의 응축 메커니즘 분석을 위

한 저압(6∼8bar)/정상상태(200∼900kg/m
2s) 증기방출 실험을 수행하 고 

안정응축 역(Stable Condensation Regime)에서 증기제트-물의 직접 접촉

응축 현상 해석모델을 개발하 다.

2. 고온, 고압 임계열유속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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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CS 열수력 Loop 물 임계열유속 실험

(1) 단일봉 환상유로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실험

  낮은 유량 조건에서 광범위한 계통 압력, 입구 과냉도, 질량유속의 향

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환상관에서 정상상태 Zero-Flow 및 강제순

환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시험대는 균일 열유속 분포와 대칭 코

사인 열유속 분포의 두 가지 시험대를 이용하 다.

  본 실험은 낮은 질량유속에서 넓은 범위의 계통압력이 임계열유속에 미

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임계열유속 데이터

가 없는 역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임계열유속 실험은 계통압력 0.57∼15.15 MPa, 질량유속 0, 200∼650 

kg/m
2s, 입구과냉도 75∼360 kJ/kg의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생산된 임계

열유속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실험 조건 총데이터수

강제순환, 균일 열유속 분포 242

강제순환, 대칭 코사인 열유속 분포 290

Zero-Flow, 균일 열유속 분포 41

Zero-Flow, 대칭 코사인 열유속 분포 94

총 실험 데이터 667

(2) 단일봉 환상유로 유량과도(Flow Transient) 임계열유속 실험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과도기의 변화율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와 정상

상태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이용한 과도기 임계열유속 예측방법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수행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유량과도의 변화율

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를 관찰하고, 정상상태 임계열유속 실험 데이터

와 비교하는 분석을 수행하 다. 시험관은 비균일하게 가열되는 수직 환상

관을 사용하여 114 case의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3) 가압경수로형 Full Length 3x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가압경수로와 같은 기하학적 구조(가열봉 외경, 가열 길이 및 피치 등)

를 갖는 시험관에서 3 x 3 봉다발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자료는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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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많은 비용을 주고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속이 낮은 사고 

조건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여, 노심 설계 및 열수력 코드 개발 지

원을 위한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자료를 구축하 다. 균일 열유속 분포

와 대칭 코사인 열유속 분포에 대해 각각 163, 181개의 자료(총 344개 자

료)를 생산함으로써 추후 신형 핵연료의 설계 및 열수력 코드 개발 등에 

필요한 임계열유속 실험 자료의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3) 7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일체형원자로 노심 설계에 필요한 임계열유속 실험 자료의 구축하기 위

해 7 봉다발 Hexagonal Gometry의 시험관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균일 가열봉 및 비균일 가열봉에 대해서 수행하고, 일체형 

원자로의 운전조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건(저 유속, 저압 조건 포함)에서 

수행하 다.

나. Freon Loop를 이용한 임계열유속 실험

(1) 원형관 임계열유속 실험 

  신 냉매프레온 R-134a를 사용하여 DNB 및 Dryout조건의 광대한 역

에서 총 325개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실험은 입구 미포화도, 질량유량, 

시스템압력, 가열길이, 가열직경을 변화시켜가며 수행하고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Parametric study, Freon-to-Water 모의모형 검증 분석을 수행하

다.

  혼합날개(Mixing Vane) 실험에서는 지지격자에 의한 임계열유속 향 

조사 및 회전날개의 형상최적화를 위하여 3가지 혼합날개와 참고형상(MV

각도 0도)에 대하여 총 151개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2) 환형관 임계열유속 실험

  Freon R-134a의 임계열유속의 Database를 확장하기 위해 임계압력에 

이르는 DNB 및 Dryout 조건의 광대한 역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총 102

개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3) Freon-to-Water 모의모형 검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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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 열수력 Loop에서 수행된 물 실험자료를 프레온실험 조건으로 변환 

후 실험을 수행하여 총 127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4) LFD 발생기구 모델 개발 

  기존에 연구된 이론적인 모델들을 수집하여 코딩하고 실험자료와 비교 

평가하 다. 또한 이론적 모델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유동양식지도를 활

용하여 원형관 및 환형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 다. 위 과

정에서 원형관과 환형관에 대한 물 및 프레온 대한 임계열유속자료를 수

집하 으며, 프레온자료에도 개발한 이론적인 모델이 잘 적용됨을 확인하

다.

(5) 5x5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원전 사고조건에서의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를 얻기 위하여 5X5 

봉다발을 설계/제작하고 실험을 수행하 다.

3.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

가. Laser Raman 온도측정기술 개발

  Raman 산란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유체 온도 측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며 고온 고압의 물에 대한 온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수증기에 

대한 온도측정실험을 수행하고 같은 온도에서 기상과 액상에서의Peak  

Wave Length의 차이를 정량화 하 다. 첨단의 측정기술인 Raman 산란을 

온도측정기술을 축적하여, Gas Cooled Reactor의 냉각재 온도 측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전반사 기법을 이용한 비등위기 측정기술개발

 본 연구에서는 전반사 기법을 이용하여 기포거동과 액체접촉현상을 동시

에 가시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임계열유속 기구에 대한 규명자료를 제공하

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임계열유속 Mechanism 및 Database는 Pool 

Boiling 및 Flow Boiling의 Mechanistic Modeling 개발에 직접 이용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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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다. High Heat Flux 유동가시화 실험

  다양한 계통압력과 열유속 조건에서 물을 이용한 풀비등 및 과냉 유동

비등 현상을 가시화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라. 울트라소닉 센서를 이용한 2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울트라소닉 센서를 사용하여 울트라소닉 펄스의 투과 신호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2상유동양식 천이를 판별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구축하 다. 2상

유동 양식에 따라 측정되는 초음파 수신신호의 특성이 매우 극명하기 때

문에,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은 다양한 조건의 이상유동 양식 판별에 효과

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라. LDV, PIV 이용한 국소유동 측정기술 개발

(1) 인접 사각부수로 난류혼합실험

  핵연료 부수로 난류혼합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실험으로 사각부수

로 두 개(16x10, 8x10mm)를 Gap(7x2mm)으로 연결한 인접부수로를 제작

하여 횡방향 유동 단면의 유동장을 관찰하 다. 측정 수단은 PIV 

(Particle Image Velocimeter) System을 적용하 다.

(2) 회전날개 지지격자 와류 유동실험

  핵연료 부수로 난류혼합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전날개부착 핵연

료 지지격자가 제안되었으며 회전날개 설계최적화 및 성능검증을 위한 와

류 유동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수행에 있어 유동가시화를 위해 PIV 

System을 활용하 으며 기포거동 가시화를 위하여 High Speed Camera를 

사용하 다.

(3) 핵연료다발 열수력실험

 개량 지지격자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하여 실제크기의 5x5 핵연료다발에 

대한 압력강하실험 수행을 수행하여 기존 지지격자와 비교 분석하 다.

4. 열수력 코드 개발 지원 실험 Database 구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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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노심 및 핵연료, CANDU, 신형 핵연료다발과 관련하여 본 과제 

기간 동안 15 가지의 수력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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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안전감압계통의 IRWST/Sparger에 대한 체계적인 열수력 실험이 수행

되었고 확보된 Database는 산업체, 규제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APR-1400의 원형 Unit Cell Sparger에 관한 실험 자료는 설계/성능 검증 

자료 및 인허가용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설계 개선 및 규제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APR-1400의 안전감압계통의 성능을 확인 한 것이 큰 의미가 있

다. 

  고온, 고압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실험

을 수행하여 양적, 질적면에서 선진국과 손색이 없는 Database를 확보함

으로써 향후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자료의 교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계열유속 실험자료의 Database는 노심 안전 현안

의 해소,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신형 핵연료개발, 열수력 안전해석코드

의 개선, 개발에 활용된다. 노심의 열수력 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자료

의 Database를 확보함으로써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핵연료 개발 및 노심 개발에 필요한 실험자료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하나로 노심 및 핵연료, CANDU, 신형 핵연료다발과 관련한 수력시험

을 통하여 확보된 실험자료는 하나로의 노심 안전성 확보, 가동률 향상뿐

만 아니라 신형 핵연료개발에 필요한 실험자료로 활용된다.

  본 과제에서 다루어진 첨단기술은 개발단계에서 응용단계로 발전시켰으

며 2단계에서 보다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실험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의 안전 여유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고유의 열수력 안

전 해석코드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외국에 의

존해온 안전 현안 및 안전성 관련 실험을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수행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 생산된 실험자료의 Database와 연구성과는 원전의 안전 여

유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노심 열수력 현안 문제를 해결, 평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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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열수력 안전 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핵연

료, 노심 개발 관련 부야, 규제기관 및 사업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1

단계에서 축적된 실험시설 뿐만 아니라 실험, 측정기술등의 실험기반은 2

단계 과제에서 원전의 열수력 안전 현안이나 쟁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

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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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본 연구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신형 원자로 APR 1400의 공학적 안

전 설비인 안전감압계통 개발을 위한 열수력 실증실험을 수행하 다. 1단

계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내용으로 고온, 고압 B & C 실험장치에서의 안

전감압계통 Sparger 실험, RCS 열수력 Loop와 Freon Loo에서의 임계열

유속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이러한 실험들에 기반기술로 적용되는 열수

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 소형 실험장치들을 사용한 원전 안전성 관련 열수

력 실험도 수행하 다. 본 과제 기간 동안 수행된 실험에 대한 결론과 및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계통 실증실험에서는 APR 1400에 채택된 안전감압계통 Sparger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고 Sparger의 성능검증 및 인허가용 실험자

료를 생산하 다. 실험을 통하여 총 765 case의 실험자료 Database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Database는 IRWST/Sparger의 최적 설계에 활용

되고 있다.

(2) 고온, 고압 임계열유속 실험은 RCS 열수력 Loop와 Freon Loop를 이

용하고 원형관, 단일봉 환상류로, 가압경수로형 실물길이 3x3 봉다발, 

7 봉다발 및 5x5 봉다발 등 다양한 실험대에서 수행하 다. 실험조건

은 주로 원전 사고시 중요한 저 유량 역을 택하 으며 임계열유속

에 미치는 압력, 축 방향 열유속 분포 및 유량과도의 향 등을 규명

하 다. 물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자료는 총 1011개, Freon 임계열유

속은 총 800개의 Database가 구축되었고 이는 노심 안전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에서는 Laser Raman Scattering을 이용한 

국소 온도 측정기술, LDV, PIV 측정기술 및 전반사 기법을 이용한 비

등 현상 측정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단순한 기초기술을 원전의 열수력 

조건에 활용,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 수준을 높 다. 

(4) 본 과제가 보유, 운 하고 있는 실험시설을 활용하여 하나로 노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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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CANDU, 신형 핵연료다발과 관련하여 본 과제 기간 동안 15 

가지의 수력시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시험에서 축적된 Database는 

하나로 노심의 안전성 확보 및 신형 핵연료 설계, 개발 등에 직접 활

용되고 있다.

  당해연도는 5년간의 중․장기 1단계 연구가 마무리 되는 해이다. 본 과

제 기간 동안 원전 안전성에 관련한 다양한 열수력 실험을 수행한 결과로

써 고온, 고압 실험을 포함한 원전 안전 계통 관련 실험 연구는 상당히 높

은 수준까지 도달하 다고 할 수 있으며, 노심 및 핵연료의 안전성과 관련

한 임계열유속 실험, 상온, 상압에서의 수력실험 등은 실험기술 및 실험자

료의 품질 면에서 선진국과 거의 대동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단계

연구에서 수행된 임계열유속 실험, 열수력 첨단 측정기술 개발 및 상온, 

상압에서의 수력실험 등은 2002년부터 시작되는 중․장기 2단계 “핵심 노

심 열수력 특성 실험”과제에서 계속 수행된다. 이러한 노심 열수력 관련 

실험에는 상당한 실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이루어진 성과

를 2단계 연구에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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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논문, 보고서, 특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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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게재 및 발표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연도/
권/호 주저자

국
내

게
재

1
Turbulent Flow in an Axially Finned Rod 
Bundle with Spacer Grids

Journal 
KNS

Vol.30 
1998 정흥준

2 유체온도 변화에 따른 Raman 산란 특성 KSME
제23권 
제5호 
1999

천세

3
Critical Heat Flux in 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a Wide Range of 
Pressures    

Journal 
KNS

Vol. 32
2000 천세

4
Heat Transfer just before Critical Heat 
Flux in Internal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a Wide Range of Pressures    

Journal 
KNS

May,
2000 천세

학
술
발
표

1
Predictions of the Marviken Subcooled 
Critical Mass Flux Using the Critical Flow 
Scaling Parameters

KNS 
Spring 1997 박춘경

2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HANARO 
Fuel Bundles

KNS 
Autumn 1997 조 석

3
Raman 산란을 이용한 유체온도 
측정기술

KSME 
춘계

1998 조 석

4
증기 제트 응축현상에서의 응축하중에 
대한 실험적 연구

KNS 
춘계 1998 박춘경

5
표준원전 모의 열수력 종합실험 장치의 
개념설계 및 저온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예비해석  

KNS 
춘계

1998 배규환

6
저유량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에 관한 
실험적 연구       

KSME 
춘계

1998 천세

7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 설계를 위한 
증기방출 및 응축실험      

KSME 
춘계

1998 박춘경

8
평행한 두 채널간의 난류혼합에 관한 
실험적 연구 

KSME 
추계 1998 양성규

9
Raman 산란을 이용한 유체 열전달 
측정기술      

KSME
열공학 
춘계

1998 양선규

10
환상유로에 대한 임계열유속 상관식의 
평가     

KSME 
추계

1998 천세

11
수직 환상유로에서 유량 공급이 없는 
조건하의 임계열유속   

KNS 
추계

1998 천세

12
광범위한 압력조건하에서의 수직 환상 
유로의 임계열유속

KNS 
추계 1998 천세

13 유체온도 변화에 따른 Raman 산란 특성  
KSME 
추계 1998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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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연도/

권/호
주저자

국

내

학

술

발

표

14

Characteristics of pressure oscillation 

induced by direct  contact condensation 

of steam discharging through sparger in 

a pool of subcooled water      

KNS

춘계
1999 조 석 

15

Two Phase Boiling Heat Transfer in 

Vertical Annulus under a Wide Range of 

Pressure 

KNS
춘계

1999 천세

16

Relationship between High Quality CHF 

and Boiling Length in Annulus Geometry 

with Uniformly Heated Rod  

KNS

춘계
1999 천세

17

Critical Heat Flux in Non-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Low Flow 

and a Wide Range of Pressure 

Conditions     

KNS

춘계
1999 천세

18

A Phenomenological Liquid Film Dryout 

Model in Vertical Annulus at High Vapor 

Quality       

KNS

춘게
1999 홍성덕

19
Critical Heat Flux of Count-current Flow 

Boiling in Heated Vertical Annulus 

KSME

열공학
1999 양선규

20

Two-Phase Flow Heat Transfer in 

Vertical Annulus under a Wide Range of 

Pressure    

KSME

열공학 
1999 천세  

21

Critical Heat Flux Experiment of Freon 

R-134a in a Vertical Tube and 

Estimation of Freon-to-Water Scaling 

Method     

KSME

열공학 
1999 홍성덕

22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ritical 

Flow of Subcooled Water through Thick 

Orifices with Small Diameter     

KNS
학술대

회   

2000 박춘경 

23

Experimental Study on CHF at Flow 

Transient in Vertical Annulus with Axial 

Heat Flux Distributions 

KSME

추계
2000 문상기

24

Critical Heat Flux and Boiling Heat 

Transfer under Zero Flow Conditions in a 

Heated Vertical Annulus      

KSME

추계
1999 천세

25
Evaluation of Heat Transfer Correlation 

for Boiling Two-Phase Flow  

KSME

추계
1999 천세

26

Improvement of Saturated Local heat 

Transfer Correlation for Boiling Two 

Phase Flow in Vertical Annulus Channel 

KSME

추계
1999 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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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연도/
권/호 주저자

국
내

학
술
발
표

27
Experimental Study on CHF at Flow 
Transient in Vertical Annulus with Axial 
Heat Flux Distributions    

KNS 
춘계

2000 문상기

28
Turbulence Decay behind Grid Spacer in 
Rod Bundles    

KSME 
유체 공학 1999 양선규

29

Visualization of Direct Contact 
Condensation of High pressure & High 
temperature steam Jet in subcooled 
water  

KSME
열공학 1999 조 석 

30

Experimental Study on the Critical Heat 
Flux in a Non-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a Wide Range of 
Pressure Conditions      

KSME
열공학 

1999 문상기

31
A Mechanistic Dryout Prediction in the 
Uniformly Heated Vertical Tube for the 
Saturated Upward Flow 

KNS 춘계 2000 홍성덕 

32
Temperature Measurement Technique of 
High Temperature Liquid Water by Using 
RAMAN Scattering       

KSME 
열공학

1999 양선규

33
Critical Heat Flux under Zero Flow 
Conditions in Non-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KNS 
춘계

1999 천세  

3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t 
Type Condensation    

KNS 
춘계

1999 박춘경 

35
Thermal Hydraulic Characteristics on 
Discharging of Air or Steam in the 
Heated Water Pool  

KSME
충청춘계

2000 조석

36

Countercurrent Flooding Critical Heat Flux 
under Zero Flow Conditions in Vertical 
Annulus with Uniformly and Non-uniformly 
Heated Sections Annulus  

KNS 
추계

2000 천세

37

Development of Prediction Technique of 
CHF Inside a Non-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kus Under Flow Transient 
Using MARS     

KNS 
추계

2000 최기용

38 Characteristics of AIr clearing Loads of 
sparger   

KNS 
추계

2000 조석

39
Heat Transfer just before Critical Heat 
Flux in Internal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a Wide Range of Pressures   

KSME
춘계 2000 천세

40
Simultaneous Visualization of Dry Spots 
and Bubbles for Pool Boiling of R-113  

KNS 
추계

2000 정흥준

41
Preliminary test on the performance of 

the KNGR unit cell sparger   

KNS 
추계

2001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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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연도/

권/호
주저자

국

내

학

술

발

표

42
Simultaneous Visualization of Dry Spot 

and Bubbles for Pool Boiling of R-113 
KNS 춘계 2001 정흥준

43
Preliminary test on the performance of 

the KNGR unit cell sparger   
KNS 춘계 2001 조 석 

44

Critical Heat Flux in Uniformly Heated 

Rod Bundle Under Wide Range of 

System Pressures      

KSME 

춘계
2001 문상기 

45

Phenomenological Liquid Film Dryout 

Model for Upward Flow in Tubes and 

Annuli 

KSME 

춘계
2001 홍성덕

46
Unit Cell Sparger Test Program and 

Preliminary Test Results 
KNS 춘계 2001 박춘경

47

An Experimental Study on Heat Transfer 

Coefficients just before Critical Heat Flux 

Conditions ih 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KSME 

추계
2001 천세

48
A study of the heated length to diameter 

effects on critical heat flux
KNS 1997 이용호

49

Dvelopment of the heated Length to 

diameter correction factor on critical heat 

flux using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s

KNS 1998 이용호

50

Parametric trends of CHF and the 

assessment of CHF prediction methods 

based on experimental data at low 

pressure and low flow

KNS 1998 김홍채

51
Flow structure and near-wall bubble 

behavior in subcooled flow
KNS 추계 2000 방인철

52
A digital photographic study on nucleate 

boiling in subcooled flow
KNS 춘계 2001 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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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연도/
권/호 주저자

국
외

게
재

1

Critical Heat Flux in a Vertical Annulus 
under Low Upward Flow and near 
Atmospheric Pressure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

Vol.34, 
No.6, 

pp.559-570
1997

정문기

2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Groeneveld et al.'s 1995 CHF look-up 
table

Nuclear Eng. 
& Design

Vol.178,
pp.331-337
1997

백원필

3 Turbulent Flow Through Spacer Grids 
in Rod Bundles

Journal of 
Fluids 

Eng.-Trans. 
of the ASME 

Vol.120, 
pp.786-791
1998

양성규

4
A correction method for heated length 
effect in critical heat flux prediction

Nuclear Eng. 
& Design

Vol. 199, 
pp.1-11 
2000

이용호

5
Critical heat flux of water in vertical 
round tubes at low pressure and low 
flow conditions

Nuclear Eng. 
& Design

Vol. 199, 
pp 49-73
2000

김홍채

6
Effect of Pressure on Critical Heat 
Flux in 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Low Flow Conditions 

Nuclear Eng. 
& Design

Vol. 203, 
pp159-174
2001

천세

7
Effect of Pressure on Critical Heat 
Flux in 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Low Flow Conditions 

Nuclear Eng. 
& Design

Vol. 205, 
pp265-279
2001

천세

8

Multiple-hol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a sparger during direct 
contact condensation of steam and 
water  

KSME Int. 
Journal 

Vol.15,
No. 4,
2001

조석

9
A photographic study on the near-wall 
bubble behavior in subcooled flow 
boiling

Int.Journal of  
Thermal 
Sciences

2002 방인철

학
술
발
표

1
Critical heat flux for veatical annulus 
flow channel under low flow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NURETH-8
Kyoto,Japan

1997
 

천세

2
Critical heat flux of water in vertical 
round tubes at low-pressure and 
low-flow conditions

NURETH-8
Kyoto,Japan

1997 박재욱

3
Effect of Pressure on Critical Heat 
Flux in Vertical Annulus Flow Channel 
under Low Flow Conditions     

NTHAS98
Busan,Korea

1998  
천세

4
Application of Liquid Film Dryout 
Model to Critical Heat Flux in Annulus 
at High Vapor Quality

NTHAS98
Busan,Korea

1998 박재욱

5
Critical heat flux of water in vertical 
round tubes at low pressure and low 
flow conditions

  NTHAS98
Busan,Korea

1998 김홍채

6
Development of a heated 
length-to-diameter correction factor for 
critical heat flux prediction

NTHAS98
Busan,Korea

1998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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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연도/
권/호 주저자

국
외

학
술
발
표

7
Liquid Contact Area Fraction Model for 
CHF Prediction in Annulus at High 
Vapor Quality

4th ISMFHT
X'ian, 
Chaina 

1999 홍성덕 

8
Critical Heat Flux in Non-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a Wide 
Range of Pressure

4th ISMFHT
X'ian, 
Chaina 

1999 천세  

9

Effect of Axial Heat Flux Distributiions 
on Critical Heat Flux Under Low and a 
wide Range of System Pressures with 
Vertical Annulus  

ICONE-8
Maryland, 
USA 

2000 문상기

1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ritical 
Flow Rates of Subcooled Water through 
a Thick Orifices with a Small Diameters  
    

NTHAS2
Fukuoka, 
Japan

2000 박춘경 

11

Critical Heat Flux in Internally Heated 
Annulus with Non-Uniform Axial Heat 
Flux Distribution under Low Flow 
Conditions      

NTHAS2
Fukuoka, 
Japan
 

2000 천세

12

Experiment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dynamic pressure in direct condensation 
of steam and water:during steady 
discharging and air clearing period

NTHAS2
Fukuoka, 
Japan

2000 조석

13
A photographic study on the near-wall 
bubble behavior in subcooled flow 
boiling

NTHAS2
Fukuoka, 
Japan

2000 방인철

14

A Phenomenological Prediction of 
Dryout in Uniformly Heated Vertical 
Tubes Based on the Churn-to-Annular 
Flow Transition Criterion

 4th JSME-
KSME TE 
Kobe,Japan

2000 홍성덕 

15
Critical Heat Flux in a 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at Zero Inlet Flow 
under Various Pressures      

4th JSME 
-KSME TE
Kobe,Japan

2000 천세

16
Phenomenological Behavior of Dry Spot 
and Bubbles for Pool Boiling of R-113  

9th MISFY
England

2000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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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

권/호
주저자

국

외

발

표

17

Transient Critical Heat Flux under Flow 

Coastdown in Vertical Annulus with 

Non-Uniform Heat Flux Distribution

 ICONE-9 
Nice, France

2001 문상기

18

Prediction of Critical Heat Flux in a 

Non-Uniformly Heated Vertical Annulus 

Under Flow Transients Using an Area 

Split Approach

2001 

ANS/HPS 

Conference
Texas, USA

2001 최기용

19 Thermal Hydraulic pressure load on a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ASME PVP 

2001 

Conference

2001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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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보고서등

구  

 분

연

번
문서번호 제목 발행일 주저자

기

술 

보

고

서

1 KAERI/AR-519/99  직접접촉응축에 대한 기술현황 분석 1999 조 석

2 KAERI/CM-402/99 
임계열유속 실험 및 예측모델 개발 

연구 
2000 양선규

3 KAERI/OT-411/99

임계열유속 실험시설 확장 기술협의 

를 위한 AECL 및 Columbia 대학 

방문 출장보고서

1999 양선규

4 KAERI/TR-1332/99
라만 산란을 이용한 유체온도 측정 

기술
1999 양선규

5 KAERI/CM-452/00  IRWST/Sparger 열수력해석모델 개발 2001 천세

6 KAERI/OT-471/00
ICONE-8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논문 

발표 출장보고서 
2000 송용만

7 KAERI/TR-1649/00
Endurance test on IR rig for RI 

production(Test procedure)
2000 정흥준

8 KAERI/TR-1814/01
안전감압계통의 공기방출시 하중에 

관한 실험 연구 (I) 
2001 조 석

9 KAERI/OT-691/01

개량핵연료 봉다발 임계열유속 시험 

및 웨스팅하우스 실험시설 방문 

출장보고서 

2001 전태현

10 KAERI/OT-747/01
2001 미국기계학회 압력용기 및 배관 

학회 참석 귀국보고서
2001 최석기

11 KAERI/TR-1806/01
DUPIC irradiation test rig-003 

수력시험
2001 전형길

12 KAERI/TR-1813/01
Test procedure of endurance test for 

HIMET fuel irradiation rig
2001 정흥준

13 KAERI/TR-1842/01
신형핵연료 소결체 무계장캡슐의 

내구성시험 절차서 
2001 전형길

14 KAERI/TR-1844/01 
HIMET 핵연료 조사시험용 Rig에 

대한 내구성실험 
2001 정흥준

 

15
KAERI/TR-1912/01

가압경수로 실물길이 3x3 

핵연료봉다발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 -축방향 균일 열유속 분포 

2001 문상기

16 KAERI/TR-1919/01
균일 및 비균일 가열 수직환상관에서 

임계열유속에 대한 실험 연구 
2001 천세

17 KAERI/TR-1931/01
APR 1400 forcing function 개발을 

위한 공기방출 실험
2001 조 석

18 KAERI/TR-1962/01
경수로용 신형소결체 무계장 캡슐 

수력시험 
2001 전형길

19 KAERI/TR-1984/01
증기분사기의 형상이 직접접촉응축 

성능에 미치는 향 TR 
2001 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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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구분
연

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발명

(연구)자

방사선 동위원소 

조사용기의 공압 

입/인출 및 운반기구

한국 1999/10/25 46821

정흥준

원자로내 고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용 

표적이송 및 조사장치

한국 1998/08/05 98-31849

정흥준
2000/7/25 269888

2
대형고압용기 

분사모의장치

한국 1998/10/07 98-41869
장석규

2000/11/07 02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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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1 IRWST/Sparger 열수력 해석모델 개발

부록 B.2 임계 열유속 실험 및 예측 모델 개발 연구

부록 B.3 유동 비등 및 기포 거동의 가시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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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1

IRWST/Sparger 열수력 해석모델 개발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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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에서는 가압기 안전감압밸브를 통해 방출되는 유체가 배관을 거

쳐 증기분사기를 통해 IRWST 로 분출될 때 관련된 여러 열수력 현상 모

델을 기존의 BWR에 적용되는 실험 및 이론 모델 등을 참고로 하여 

PWR에 적용 가능한 공기방출 및 증기응출모델을 개발하 다. 

제 2 장 연구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증기 방출 현상 중에서 특히 공기방출모델과 증기응축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포거동모델

가압기 안전 밸브나 감압 밸브를 통해 방출된 증기로 인해 방출 배관내

의 공기가 압축되며 압축된 공기는 방출관내로 들어와 있는 수주를 가속

시켜 내보낸 후 수조로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공기는 커다란 기포 형태를 

가지며 기포 경계면 수조수의 관성과 기포내부의 압력에 의해 진동을 거

듭하면서 자유수면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기포 거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질량 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 상태 방정식 및 경계 조건 등이 있다. 하지

만 운동량 방정식을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 보존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함

이 보다 용이하므로 본 연구에는 이를 이용하겠다. 해석 모델 완성에 앞서 

적용될 가정들과 이들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① 방출관을 떠나는 공기는 하나의 커다란 기포이다. 방출관을 떠나는 

기포는 하나이기 보다는 여러 개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 여러개

의 기포로 나누어지므로 하나의 기포에서 보다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열전

달은 수조 수와 기포의 온도차인 △T≈0  이므로 거의 무시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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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마찰은 실제보다 작아질 수 있다. 또한 한 개의 기포진동보다 여러개

의 기포 진동은 서로의 상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1개 기포 모델보

다 수조에 미치는 압력변화가 작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마찰이 증가하므

로 진동이 흡수되므로 빨리 소멸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포 모델이 많은 기

포 모델보다 보수성을 가지므로 설계나 안전성 평가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② 수조 내에는 한 개의 기포만이 존재

실제로 SDS작동 시 수조에는 수많은 sparger가 존재하므로 한 개의 기

포만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타당성이 없다. 하지만 주위 기포가 어떤 또 다

른 기포에 미치는 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며 sparger간의 거리가 충

분히 떨어져 있으므로 이의 가정은 매우 현실적이다.

③ 수조는 무한함

수조의 자유수면과 벽(경계면)의 향은 무시한다. 실제로 기포 지름은 

배관 지름 d의 10배 이하이며 벽이나 수면과의 거리가 지금 d의 수십 배

에 달하므로 무한 수조의 가정은 현실적이다.

④ 높이에 따른 수압 변화 무시

기포 상승에 따라서 수압이 변화하게 된다. 실제 방출관내의 압력은 2기

압내외이며 수조의 친수 높이는 2m 내외이므로 이로 인한 압력변화는 0.2

기압 정도이다. 따라서 높이에 따른 수압은 초기 압력의 1/10정도로 평가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air clearing 초기의 압력하중이 중요하므로 

수압에 따른 압력 무시로 계산의 보수성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 초기 수

압을 1/10정도 낮추어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불리한 값을 적용하

므로 보수성을 갖게 할 수 있다.

⑤ 점성에 의한 손실 무시

기포 거동시 주위 액체의 점성에 의한 damping효과를 무시하므로 기포 

거동이 실제보다 장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실제 압력 진폭도 커질 수 있

다. 따라서, 보수성을 갖게 된다.

⑥ 기포는 이상 기체

공기 기포의 압력이 2기압 정도, 온도는 상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

로 이상기체 가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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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 방정식

가. 질량 보존식

d(ρaVa)

dt
+ρ a4πr

2v=0

나. 에너지 보존 방정식

방출되는 기포는 과도 상태 전에 수조 수와 거의 열적 평형상태에 있었

으며 증기로 단순 가압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방출 후에도 같은 온

도를 유지할 것이므로 수조수내에서의 기포 거동은 단열 과정이라고 가정

한다. 따라서 기포가 압축 상태에서 팽창하면서 수조 수에 행한 일은 수조

수의 운동에너지와 같다고 놓으면 된다.

공기의 팽창시 수조

수에 행한 일  = 

수조수가 가속되면서 

얻은 운동 에너지

상세한 유도 과정은 다음의 구형 증기 기포 모델과 중복되므로 여기서

는 생략하고 결과식 만을 쓰면 다음과 같다.

rr+
3
2
r 2=

1
ρ
(pB-p∞) (B.1.1)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pB  를 구해야 한다. 팽창 기포에 대해 질량, 

에너지,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pB  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

다. 여기서 기포와 주위 액체와의 열전달은 무시한다.

질량 방정식:

DM
Dt
=0=

d
dt
⌠
⌡ρdV+

⌠
⌡ρ v⋅d A=0

dM
dt
-m=0



- 738 -

dM
dt
= m

에너지 방정식 :

dQ
dt
-
dW
dt
=
d
dt
⌠
⌡cv
ρedV+⌠⌡cs

ρh v⋅d A

W= Wshaft+ Wshear+ Wboundary+ Wothers= pB
dV
dt
 이므로

-
dW
dt
=
dE
dt
-mho이고, 

dE
dt
= mho-pB

dV
dt
 이다.

또한, E=Me, ho=
k
k-1

po
ρ o
 (앞 절에서 이미 증명)

e=
1
k+1

ρBV

M
, V=

4
3
πr 3

위 다섯 개 식을 각각 대입하여 정리하면

dpB
dt
=3k( 14πr 3

po
ρ o
m-

pB
r
dr
dt ) (B.1.2)

이 된다. 여기서, 하첨자 o는 stagnation properties를 의미한다. 식(B.1.1)

과 식(B.1.2)를 초기 조건과 함께 풀면 압력과 지름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기포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은 scenario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방출배관

의 끝과 방출수 사이 경계에서 기포가 성장시 처음에는 방출구의 반지름

인 Ri  에서 시작하며 배관에서의 증기속도 v  가 기포속에서는 가역적으로 

0이 된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기포의 초기 압력과 도는 배관 끝에서의 

정체압력 p o및 도 ρ o와 같다는 것이다. 과도 전의 배관 내의 압력과 

도를 pRi  와 ρRi  라고 하면 기포가 초기 pRi, ρRi  에서 등엔트로피적으로 

압축되었다고 보아서 ρ o  = ρ o=ρRi(
p o
pRi )

1
k

  이 될 것이다.

또한 기체 방출전 기체와 액체의 경계 속도가 Vi  라면 초기에는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배관으로부터의 방출율은 기포 부피 증가율과 같으므로

ApρVi=4πR
2
iρ
dR
dt | t= 0=πR

2
iρ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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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0)=
Vi
4
이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R(0)=Ri=
d
2
, R ( 0)=

Vi
4
, pB(0)= po

여기서 d는 배관의 지름이고, p o는 공기가 배관 끝을 나올 때 배관내의 

압력으로 Pipe clearing model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 모델은 방출구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

으므로 그때그때 다시 유도해야 한다. 예로 ram's head모양의 방출구에서

는 R=
Vi
8
이 된다.

제 2 절 증기 응축진동 모델

응축진동은 배출관 출구에 붙어있는 증기기포의 성장과 쇠퇴에 의해 기

술한다.[1] 증기기포의 형상을 정확히 모델링하기란 쉽지는 않다. 왜냐하

면, 증기기포의 형상은 수조수의 과냉각 정도, 증기의 질량유량과 다른 요

소들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이다. 증기 기포의 여러 모형에 대해 Hideki 

Nariai와 Izuo Aya가 제시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2]

1. 원통형 증기기포 모델

원통형 증기기포 모델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증기기포에서의 연속 방정식

증기기포의 체적은 Vs=
π
4
d
2z  이므로, 

∂
∂t
⌠
⌡cv
ρdV+⌠⌡cs

ρ v⋅ndA=0

d
dt
(ρ sVs)-

π
4
d
2
Go+

h△T
L

(πdz+
π
4
d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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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s
dVs
dt
+Vs

dρ s
dt
=
π
4
d 2Go-

h△T
L

(πdz+
π
4
d 2)

ρ s
dVs
dt
+Vs (

∂ρ s
∂p )

dps
dt
=
π
4
d
2
Go-

h△T
L

(πdz+
π
4
d
2
)    

(B.1.3)

나. 물의 관성체적에 대한 운동방정식

∑F=
∂
∂t
⌠
⌡cv
ρ lvdV+

⌠
⌡cs
ρ lv v⋅n dA

 =ρ llm⋅
π
4
d 2⋅

d
2
z

dt 2
+0   (∵ mi= mo,v i= vo  )

=
π
4
d 2⋅(p s-p∞)+ρ lglm⋅

π
4
d 2

∴ ps-p∞=ρ llm⋅
d 2z

dt 2
-ρ lglm (B.1.4)

Vs=
π
4
d
2
z  이므로

ρ s
π
4
d 2⋅

dz
dt
+
π
4
d 2z(

∂ρ s
∂p )

dps
dt
=
π
4
d 2Go-

h△T
L

(πdz+
π
4
d 2)

양변을 π
4
d
2으로 나눠주면

ρ s
dz
dt
+z(

∂ρ s
∂p )

dps
dt
=Go-

h△T
L

(
4
d
z+1)         (B.1.5)

식(B.1.5)에 z= zo+δz, p= p s0+δp s, △T=△T 0+δ(△T )를 대입하

여 선형화하면,

ρ s
d
dt
(z 0+δz)+(z 0+δz) (

∂ρ s
∂p )

d
dt
(p s0+δp s)

=G 0-
h
L
(△T 0+δ(△T ))(1+ 4d z 0+

4
d
δz)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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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s
dz 0
dt
+z 0(

∂ρ s
∂p )

dp s0
dt
=Go-

h△T 0
L

(
4
d
z 0+1)  도 성립한다.

따라서,

ρ s
dδz
dt
+z 0(

∂ρ s
∂p )

d(δp s)

dt
+
h△T 0
L

⋅
4
d
δz+

h
L (1+

4
d
z 0)δ(△T )=0   

(B.1.6)

운동량 보존방정식에  z= zo+δz, p= p s0+δp s, 

△T=△T 0+δ(△T )를 대입하면,

p s0+δp s-p∞=ρ llm(
d
2
z 0

dt
2 +

d
2
(δz)

dt
2 )-ρ lglm

p s0-p∞=ρ llm⋅
d 2z 0

dt 2
-ρ lglm

δp s=ρ llm
d 2(δz)

dt
2
                (B.1.7)

d(δp s)

dt
=ρ l lm

d 3(δz)

dt 3
           (B.1.8)

위에서 식(B.1.6)과 식(B.1.8)이 유도되었다. 한편, 

δ(△T)= (
∂Ts
∂ρ s )δρ s =(

∂Ts
∂ρ s )(

∂ρ s
∂p s )δp s

      =(
∂Ts
∂ρ s )(

∂ρ s
∂p s )⋅ρ llm

d 2(δz)

dt 2
 (B.1.9)

식(B.1.8)를 식(B.1.6)에 대입하고, 식(B.1.9)를 이용하면,

ρ s
dδz
dt
+(

∂ρ s
∂p s )lmρ l

d 3(δz)

dt
3 ⋅z 0+

h△T 0
L

⋅
4
d
δz

+
h
L
z 0( 1z 0 +

4
d )(

∂Ts
∂ρ s )(

∂ρ s
∂p s )ρ llm

d
2
(δz)

dt
2 = 0      (B.1.10)

식(B.1.10)을 정리하면 원통형 증기기포 모델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d
3
(δz)

dt
3 +

h
L (

1
z 0
+
4
d )(

∂Ts
∂ρ s )

d
2
(δz)

d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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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 s
ρ l lmz 0 (

∂p
∂ρ s )

d(δz)
dt

+
4h△T 0
L d ρ l z 0lm (

∂p
∂ρ )δz=0       (B.1.11)

2. 구형 증기기포 모델

구형증기기포 모델은 원래는 Fukuda에 의해 제시되었다. 구형 증기기포 

모델은 배출관 출구에 붙어있는 증기기포를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한

다.[3] 증기기포는 넓은 수조수에서 진동하므로 물의 운동방정식을 구하기 

쉽다. 증기기포의 표면적은 실제의 증기기포 표면적보다 크다. 구형 증기

기포 모델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① 중력과 표면장력은 무시.

     ② 점성은 무시.

     ③ 기포는 r=0에서부터 R까지 성장한다.

     ④ 불응축 유체.

증기기포에서의 연속방정식은

∂
∂t
⌠
⌡cv
ρdV+⌠⌡cs

ρ v⋅d A=0

∴ d
dt
(ρ sV s)=

π
4
d 2Go-h(4πR

2)
△T 0
L

한편 기포의 성장으로 려 나가는 수조수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 기포 

표면(r=R)과 이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액체(수조수)간의 속 빈 구형의 

control volume에 대해 질량보존 방정식을 적용해 보자.

∂
∂t
⌠
⌡cv
ρdV+⌠⌡cs

ρ v⋅d A=0, ρ l⋅4πr
2vr| r+ρ l⋅4πr

2vr| r+ dr=0

따라서 v r=( Rr )
2

vR이 된다.

또한, vr= R=
dR
dt
= R(기포 경계면의 속도)이므로

vr=
dR
dt (

R
r )

2

이 된다.

또한 구형 액막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분형태의 



- 743 -

운동량 보존법칙을 직접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포가 r=0에서부터 R까지 성

장하는데 필요한 일과 r=0에서부터 R까지 성장하면서 기포가 어낸 액체

들의 운동에너지를 같다고 놓고 이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운동량 방정식

을 얻을수 있다(Rayleigh's bubble Equation).

공기의 팽창시 수조

수에 행한 일  = 

수조수의 속도증가로 

인한 운동에너지

즉, 기포가 r=0에서부터 r=R까지 성장하는데 필요한 일은

△p△V=(p s-p∞)
4
3
πR

3이다.

여기서 중력으로 인한 압력효과는 무시하 고, 기포가 비록 r=0부터 성

장하 다고 가정하 으나 r이 어느 정도 큰 값에서부터 시작하 다고 보

면 표면장력(= 2
σ
r
)은 무시해도 무방하다. 또한 기포가 성장함에 따라 

려나는 물의 전체 운동에너지는

⌠
⌡

∞

R

1
2
u 2⋅ρ l⋅4πr

2dr  이 된다. 여기서, u=
dR
dt
(
R
r
) 2  이므로

⌠
⌡

∞

R
(
dR
dt
)
2 R

4

r 4
⋅ρ l⋅4πr

2dr= 4πR 4(
dR
dt
)
2ρ l
⌠
⌡

∞

R

dr

r
2

                          = 4πR
3
(
dR
dt
) 2ρ l  가 된다.

따라서, 1
2
⋅4πR

3
(
dR
dt
)
2
ρ l  = 

4
3
πR

3
(p s-p∞)  이다.

양변을 t로 미분하면,

2πρ l[3 dRdt ⋅R 2( dRdt ) 2+2R 3( dRdt ) d
2R

dt 2 ]=4πR
2 dR
dt
(p s-p∞)

이를 정리하여 일반 변수 r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r
d
2
r

dt
2 +

3
2
(
dr
dt
)
2=

p s-p∞
ρ l

  (B.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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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은 기포 반경을, p s는 기포내의 압력을 나타낸다. 한편, 증기 기

포에서의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ρ s
dVs
dt
+Vs

dρ s
dt
=
π
4
d 2G 0-h(4πr

2)
△T 0
L

ρ s(
∂Vs
∂r )

dr
dt
+Vs(

∂ρ s
∂p )

dps
dt
=
π
4
d 2G 0-h(4πr

2)
△T 0
L

이고, 증기의 체적은 Vs=
4
3
πr 3  이므로

4πr
2
ρ s
dr
dt
+
4
3
πr
3(
∂ρ s
∂p )

dps
dt
=
π
4
d
2
G 0-h(4πr

2
)
△T 0
L

  (B.1.13)

식(B.1.12)와 (B.1.13)을 선형화 하기 위해

r= ro+δr, p= p 0+δp, △T=△T 0+δ△T 0

r= ro, p= p 0, △T=△T 0  에서도 성립한다는 조건을 부여한다. 이 

선형화 과정에서 2차 이상은 무시한다.

그럼 우선 식(B.1.13)으로부터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4π(r 0+δr)
2⋅ρ s

d
dt
(r 0+δr)+

4
3
π(r 0+δr)

3(
∂ρ s
∂p )

×
d
dt
(p s0+δp s)=

π
4
d 2G 0-

h
L
(4π)(r 0+δr)

2( △T 0+δ△T )  (B.1.14)

식(B.1.14)에서 첫 번째 항을 다시 쓰면

4π(r20+2r 0δr)ρ s
d
dt
(r 0+δr)  이고,

식(B.1.14)의 두 번째 항을 다시 쓰면,

4
3
π(r

3
0+3r

2
0δr)(

∂ρ s
∂p )(

dp s0
dt
+
d(δp s)

dt )가 된다.
그러므로 식(B.1.14)를 다시 정리하면 (2차 이상은 무시한다.)

4πρ s(r20
dr 0
dt
+r

2
0
dδr
dt
+2r 0δr

dr 0
dt
+2r 0δr

dδr
dt )

+
4
3
π(
∂ρ s
∂p )(r30

dp s0
dt
+3r20

dp s0
dt
δr+r30

dδp s
dt
+3r20δr

d(δp s)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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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
4
d 2G 0-

h
L
4π(r20△T 0+2r 0δr△T 0+r

2
0δ△T+2r 0δrδ△T)

한편 r= r 0  일때도 성립하므로

4πr 2ρ s
dr 0
dt
+
4
3
πr30(

∂ρ s
∂p )

dp s0
dt
=
π
4
d 2G 0-

h
L
(4π)(r20)(△T 0)   이다. 

따라서, 

4πρ s(r 2 dδrdt )+
4
3
π(
∂ρ s
∂p )(r30

d(δp)
dt )= h

L
4π(r20δ△T+2r 0 △Tr 0 δr)  

이고 정리하면,

ρ s
dδr
dt
+
1
3
r 0(
∂ρ s
∂p )

dδp
dt
=-

h
L (δ△T+2

△T 0
r 0

δr)      (B.1.15)

한편, 

r
d 2r

dt 2
+
3
2
(
dr
dt
) 2=

p s-p∞
ρ l

 로부터 선형화 하기 위해

r= ro+δr, ps= p∞-δp s를 대입하면

(r 0+δr)
d 2(r 0+δr)

dt 2
+
3
2 [
d(r 0+δr)

dr ]
2

=
p s0+δp s-p∞

ρ l

이 되고, 2차 이상을 무시하면,

r 0
d
2
r 0

dt 2
+r 0

d 2δr

dt 2
+
3
2 [ (

dr 0
dt )

2

+2( drdt )(
dδr
dt )+(

dδr
dt )

2

]
=
p s0+δp s-p∞

ρ l

 

이 된다.

r 0
d
2
r 0

dt 2
+
3
2 (
dr 0
dt )

2

=
p s0-p∞
ρ l

 이므로

r 0
d
2
δr

dt 2
=
δp s
ρ l
                  (B.1.16)

δ△T=(
∂Ts
∂ρ s )(

∂ρ s
∂p s )δp s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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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T=(
∂Ts
∂ρ s )(

∂ρ s
∂p s )⋅r 0ρ l

d 2δr

dt 2
(B.1.17)

또한 r 0
d 3δr

dt 3
=
1
ρ l
⋅
d
dt
(δρ s)   (B.1.18)

식 (B.1.17)과 식(B.1.18)을 식(B.1.16)에 대입하면,

ρ s
dδr
dt
+
1
3 (
∂ρ s
∂p )r20⋅ρ l⋅

d
3
(δp)

dt 3

=-
h
L [ (r 0ρ l)(

∂Ts
∂ρ s )(

∂ρ s
∂ps )

d
2
(δr)

dt 2
+2

△T 0
r 0

δr]

d
3
(δr)

dt
3 +(

h
L
)(r 0ρ l)(

∂Ts
∂ρ s )(

∂ρ s
∂p s )

3(
∂p s
∂ρ s )
r
2
0ρ l

d
2
(δr)

dt
2

+

3ρ s(
∂p s
∂ρ s )
r20ρ l

d(δr)
dt

+6
h△T 0

Lr30ρ l (
∂p s
∂ρ s )δr=0   (B.1.19)

한편, 질량 보존 방정식으로부터 평형상태에서

π
4
d
2
G 0-

h
L
(4πr

2
0)⋅△T 0=0

r
2
0=

L⋅d 2G 0
16⋅h△T 0

, r 0=
d
4

LG 0
h△T 0

 이다.

이를 식(B.1.17)에 대입하면

d
3
(δr)

dt
3 +3(

h
L
)(
∂Ts
∂ρ s )

1
r 0

d
2
(δr)

dt
2

+3
ρ s

r20ρ l (
∂p s
∂ρ s )

d(δr)
dt

+6
△T 0

r30ρ l (
∂p s
∂ρ s )δr=0

d
3
(δr)

dt 3
+3(

h
L
)(
∂Ts
∂ρ s )⋅

h△T
LG 0

4
d
⋅
d
2
(δr)

dt 2

+3(
∂p s
∂ρ s )(

ρ s
ρ l )(

16h△T 0

Ld 2G 0 )
d(δr)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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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 0
ρ l )(

∂p s
∂ρ s )(

4
d )

3

( hL )(
h△T 0
LG 0 )

3/2

⋅δr=0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
3
(δr)

dt
3 +

12
d (

∂Ts
∂ρ s )(

h
L )

3/2

⋅(
△T 0
G 0 )

1/2

⋅
d
2
(δr)

dt
2

+
48ρ sh△T 0

d
2
ρ lLG 0 (

∂p s
∂ρ s )

d(δr)
dt

+
384

d 3ρ l(G 0 )
3/2 (

h△T 0
L )

5/2

⋅(
∂p s
∂ρ s )⋅δr=0

3. 반구형 증기기포 모델

반구형 증기기포 모델에서는 배출관 출구에 붙어있는 증기기포를 구형

의 일부분이라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나 물의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다. 반구형 증기기포 모델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반구형 증기 표면적과 증기 체적을 구하기 위해 기

본식을 유도하면

R=h+y

R
2
= h

2
+(
d
2
) 2

∴ h=
1
2y ( (

d
2
) 2-y

2)= d
2

8y
-
1
2
y (B.1.20)

∴ R=
1
2y ( (

d
2
) 2+y

2) (B.1.21)

cos θ=
h
R
=
(
d
2
) 2-y 2

(
d
2
) 2+y 2

증기 표면적( As)을 구하면

dA=2πRsinθ⋅Rd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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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

θ

0
2πR

2
sinθdθ  =2πR

2(- cosθ)|
θ

0
 =2πR 2(1- cosθ)

= 2π

ꀌ

ꀘ

︳︳︳
(
d
2
) 2+y 2

2y

ꀍ

ꀙ

︳︳︳

2

⋅

ꀌ

ꀘ

︳︳︳︳︳︳︳︳︳︳︳︳︳︳︳︳

1-

(
d
2
) 2-y

2

2y

(
d
2
) 2+y 2

2y

ꀍ

ꀙ

︳︳︳︳︳︳︳︳︳︳︳︳︳︳︳︳

따라서 As=π(y
2
+
1
4
d 2)

증기 체적을 구하자. 증기 체적( Vs)은

Vs=V 1-V 2

체적 V 1을 구하기 위해 미소체적을 도입하면

dV= r 2sinθ dθ dφ dr

V 1=
⌠
⌡

R

0

⌠
⌡

2π

0

⌠
⌡

θ

0
dV

V 1=
⌠
⌡

R

0

⌠
⌡

2π

0

⌠
⌡

θ

0
r 2sinθ dφ dr dθ  =2π

1
3
R 3(1-cosθ)

=2π
1
3
R 3

ꀌ

ꀘ

︳︳︳︳︳︳︳︳︳︳︳︳︳︳︳︳

1-

(
d
2
) 2-y 2

2y

(
d
2
) 2+y 2

2y

ꀍ

ꀙ

︳︳︳︳︳︳︳︳︳︳︳︳︳︳︳︳

따라서, 체적 V 1은 

∴ V 1=
2π
3
R
3
⋅

2y
2

(
d
2
) 2+y 2

(B.1.22)

체적 V 2를 구하기 위해 원뿔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V 2=
π
3
h(
h
2
) 2  =

1
3

ꀎ

ꀚ

︳︳︳
(
d
2
) 2-y 2

2y

ꀏ

ꀛ

︳︳︳⋅π(
d
2
) 2

따라서, 체적 V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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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2=
π
6y [ (

d
2
) 2-y

2]( d2 )
2 (B.1.23)

위에서 구한 식(B.1.22)에서 식(B.1.23)를 빼면 증기의 체적이므로

∴ Vs=
π
6
y[ 34 d

2+y 2]
따라서 증기체적과 증기 표면적은 각각

Vs=
1
6
πy(y 2+ 34 d

2), As=π(y 2+ 14 d
2)이다.

증기의 연속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cv
ρdV+⌠⌡cs

ρv⋅dA=0  에서

d(ρ sV s)

dt
=
π
4
d 2G 0-

h△T 0
hfg

As  이다.

운동량 방정식 유도는 control volume에 대한 Energy Equation을 유도

한 다음 적분하여 구한다.

Pressure Work에 의한 

Liquid의 Kinetic Energy  = 

기포의 팽창으로 인한 

Work

⌠
⌡cv
1
2
ρ lU

2
(r)dV=(p s-p∞)⋅

1
6
πy(y 2+

3
4
d 2)

한편, 유체의 속도 U(r)을 구하기 위해 액체의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
∂t
⌠
⌡cv
ρ ldV+

⌠
⌡cs
ρ lv⋅dA=0

ρ l  = constant (incompressible flow)

Vcv  = constant

따라서, d
dt
⌠
⌡cv
ρ ldV=0,

⌠
⌡cs
ρ lv⋅dA=0  이고,

dA=2πr
2sinθ dθ  이므로

-⌠⌡

θ

0
ρ lv r(r)⋅2πr

2sinθdθ|
r

+⌠⌡

θ

0
ρ lv r(r)⋅2πr

2sinθdθ|
r+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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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
[r 2v(r)]= 0이 된다.

따라서, v(r) =
C

r 2
이고, 경계 조건

r=R에서 v(R) =
dR
dt
=
C

R 2
을 부여하면

C=R
2 dR
dt
을 얻고, 최종적으로 v(r) =

dR
dt
(
R
r
)
2이 된다.

여기서 R은 기포의 반경을 나타낸다.

또한, 
dVs
dt
=Asu(r)이고, Vs=

π
6
y[y

2
+3(

d
2
)
2
]이므로,

dVs
dt
=
π
2
[y 2+(

d
2
) 2]
dy
dt
이다. As=π[y 2+( d2 )

2]이므로

u(r)=
dR
dt
=
1
2
dy
dt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에너지 방정식에서

⌠
⌡cv
1
2
ρ lU

2(r)dV=
1
8
ρ l
⌠
⌡

θ

0

⌠
⌡

∞

R
(
R
r
) 4(
dy
dt
) 22πr 2sinθ dθ dr

=
π
4
ρ lR

4
(
dy
dt
)
2⌠
⌡

θ

0
sinθdθ⌠⌡

θ

R

dr

r
2
 =

π
4
ρ lR

3(
dy
dt
)
2⋅(1- cosθ)이다.

따라서

π
4
ρ lR

3(
dy
dt
)
2 (1- cosθ)=

1
6
π(p s-p∞)y(y

2+
3
4
d
2)

R 3(
dy
dt
) 2 (1- cosθ)=

2
3ρ l
(p s-p∞)y(y

2+
3
4
d 2)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 3[3 dRdt dy
dt
(1- cosθ)+2R

d
2
y

dt 2
(1- cosθ)+R

dy
dt
(1- cosθ)'

dR
dt ]

=
2
ρ l
(p s-p∞)[y 2+( d2 )

2]

한편, R=
y 2+(

d
2
)
2

2y
이므로 양변을 t에 대해 1차와 2차 미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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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t
=
4y
2
-2y

2
-2(

d
2
) 2

4y 2
⋅
dy
dt
=
2y
2
-2(

d
2
) 2

4y 2
⋅
dy
dt

=
y 2-(

d
2
)2

2y
2 ⋅

dy
dt
 와

d
2
R

dt 2
=

4y
3
(
dy
dt
)
2
-4y[y

2
-(
d
2
)
2
](
dy
dt
)
2
+2y

2
[y
2
-(
d
2
)
2
]
d 2y

dt
2

4y
2

=

4y(
d
2
) 2(
dy
dt
) 2+2y

2
[y
2
-(
d
2
) 2]
d
2
y

dt
2

4y
2

=

(
d
2
) 2(
dy
dt
) 2+

1
2
y[y 2-(

d
2
) 2]
d 2y

dt 2

y 3
 이고,

1- cosθ=1-

(
d
2
) 2-y 2

2y

y 2+(
d
2
) 2

2y

=
2y 2

(
d
2
) 2+y 2

 이므로

[1- cosθ]'=
4y[ (

d
2
) 2+y 2 ]-4y 3

[ y 2+(
d
2
)
2] 2

⋅
dy
dt
=

4y⋅(
d
2
) 2

[ y 2+(
d
2
)
2] 2
⋅
dy
dt

이다.

이들 관계식을 t에 대해 미분한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

종적으로 다음식을 얻는다.

[3y 2-( d2 )
2]( dydt )

2
+2y[y 2+( d2 )

2] d
2
y

dt
2 =

8y
2

ρ l
(p s-p∞)  (B.1.24)

한편 질량 보존식으로부터

d
dt
(ρ sv s)=ρ s

dv s
dt
+v s

dρ s
dt
=
π
4
d 2G 0-

h△T
L

A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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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
π
6
y[y 2+3(

d
2
) 2], As=π[y

2
+(
d
2
) 2]

dρ s
dt
=(

∂ρ s
∂p s
)
dps
dt
를 각각 대입하면

ρ s⋅
π
2 [y

2
+(
d
2
) 2] dydt +

π
6
y[y 2+3(

d
2
) 2]⋅(

∂ρ s
∂p s )

dp s
dt

=
π
4
d
2
G 0-

h△T
L

π[y
2
+(
d
2
)
2
]

3ρ s[y 2+( d2 )
2] dydt +y[y

2
+3(

d
2
) 2]⋅(

∂ρ s
∂p s )

dp s
dt
 

=
3
2
d
2G 0-

6h△T
L

[y
2+(

d
2
)
2]

이를 선형화 하기 위해

y= yo+δy, p s= p s0+δ(p s0 ), △T=△T 0+δ(△T)

를 대입하고, 2차원 이상은 무시하고,

δ(△T)= (
∂Ts
∂ρ s )(

∂ρ s
∂p s )δp s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3ρ s[y20+( d2 )
2] d(δy)dt

+[y30+3y 0(
d
2
) 2]⋅(

∂ρ s
∂p s )⋅

d(δp s)

dt

=-
6h
L
[2y 0T 0δy+(

d
2
) 2δ(△T)]

=-
6h
L [2y 0T 0δy+( d2 ) 2(

∂Ts
∂ρ s )(

∂ρ s
∂p s )δp s]   (B.1.25)

또한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3y20-( d2 )
2] dydt +2y[y

2
+(
d
2
)
2] d

2y

dt
2 =

8y 2

ρ l
(p s-p∞)

윗식에

y= yo+δy, p s0-p∞=0(steady 에서), p s= p s0+δp s

를 대입하여 선형화하면 2y 0[y20+( d2 )
2] d

2
δy

dt
2 =

8
ρ l
[y20δp s]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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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p s=
ρ l
4y 0 [y

2
0+(

d
2
) 2] d

2(δy)

dt 2
를 얻고 양변을 t로 미분하면

d(δp s)

dt
=
ρ l
4y 0 [y

2
0+(

d
2
) 2] d

3
(δy)

dt 3
 식(B.1.26),(B.1.27)을 식(B.1.2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3ρ s
d(δy)
dt

+
ρ l
4 [y

2
0+3(

d
2
) 2]⋅(

∂ρ s
∂p s )⋅

d 3(δy)

dt 3

=-
6h
L

ꀎ

ꀚ

︳︳︳︳

2y 0T 0δy

[y
2
0+(

d
2
)
2
]
+
ρ ld

2

16y 0
⋅(

∂Ts
∂ρ s )⋅(

∂ρ s
∂p s )⋅

d 2(δy)

dt 2
ꀏ

ꀛ

︳︳︳︳
(B.1.28)

한편 정상 상태의 질량 보존식으로부터

π
4
d
2G 0-

h△T
L

As=0  에서 
π
4
d
2G 0=

h△T
L

π[y
2+(

d
2
)
2]가 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는다.

y 2+(
d
2
) 2=

Ld 2G 0
4h△T 0

 (B.1.29)

y
2+3(

d
2
)
2=
d 2

4 (
LG 0
h△T 0

+2)   (B.1.30)

y 0=
d
2

LG 0
h△T 0

-1  (B.1.31)

식(B.1.29),(B.1.30),(B.1.31)을 식(B.1.28)에 대입하면

3ρ s⋅
d(δy)
dt

+
ρ ld

2

16 (
LG 0
h△T 0

+2)⋅(
∂ρ s
∂p s )⋅

d
3
(δy)

dt 3

=-
6h
L

ꀎ

ꀚ

︳︳︳︳︳︳︳︳︳︳︳

d△T 0δy
LG 0
h△T 0

-1

(
Ld

2
G 0

4h△T 0 )
+

ρ ld
2

8d
LG 0
h△T

-1

⋅(
∂Ts
∂ρ s )⋅(

∂ρ s
∂p s )⋅

d
2
(δy)

dt 2

ꀏ

ꀛ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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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δy)

dt 3
+

12h

Ld(
LG 0
h△T 0

+2)⋅
LG 0
h△T

-1

⋅(
∂Ts
∂ρ s )⋅

d 2(δy)

dt 2

+
48ρ s

ρ ld
2(
LG 0
h△T 0

+2)
⋅(

∂p s
∂ρ s )⋅

d 2(δy)

dt
2

+

384(h△T 0)
2 LG 0
h△T 0

-1

ρ ld
3
L
2
G 0(

LG 0
h△T 0

+2)
⋅(

∂p s
∂ρ s )⋅δy=0

4. 진동수 유도

3계 선형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S 3+AS 2+BS+C=0    

(B.1.32)

원통형 증기기포 모델, 구형 증기기포 모델, 반구형 증기기포 모델에서

의 기본 방정식으로부터 계수 A, B, C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원

통형 증기 기포 모델은

A=
h
l (
∂Ts
∂ρ s )(

1
z 0
+
4
d )

B=
ρ s

ρLz 0lm (
∂p
∂ρ s ), C=

△h△T
dLρLz 0lm (

∂p
∂ρ s )

구형 증기기포 모델은

A=
12
d (

h
L )

3/2

(
△T 0
G 0 )(

∂Ts
∂ρ s ), B=

48ρ sh△T 0
dρLLG 0 (

∂p
∂ρ s )

C=
384

d
3ρLG

3/2
0
(
h△T 0
L )

5/2

( ∂p∂ρ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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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형 증기기포 모델은

A=
12h
Ld

1
(1+2h△T 0/LG 0)

1
(LG 0/h△T 0-1) (

∂Ts
∂ρ s )

B=
48ρ s
ρL

1

d 2
1

(LG 0/h△T 0+2) (
∂p
∂ρ s )

C=
384(h△T 0)

2

ρLL
3
G 0d

3

(LG 0/h△T 0-1)

LG 0/h△T 0+2 ( ∂p∂ρ s )
증기와 물의 경계면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는 계수들간의 

Routh-Hurwitz 관계(3차식의 근)에 의해 결정된다.

A⋅B<C  : 불안정적

A⋅B>C  : 안정적

증기와 물의 경계면 운동의 각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2]

w=
3
2
[ (Q+ Q

2+R 3) 1/3+(-Q+ Q 2+R 3) 1/3]

R=
B
3 (1-

m
2

3 )

Q=B 3/2( n
3

2
-
m
6
+
m 3

27 )

m=
A
B
 and n=

C 1/3

B
 (B.1.33)

따라서, 진동수는 f=w/2π  이다.

제 3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격납 재장전 수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열수력현

상을 파악하 고 응축 모델에 대한 기존의 문헌, 운전경험 및 실험결과, 

한국의 차세대원자로의 설개계념 및 설계도 등을 바탕으로 기존 응축모델



- 756 -

을 분석하고 개선 보완할 점을 도출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IRWST에서 일어나는 주요 열수력 현상에는 water clearing, air, 

clearing, 응축진동, 열성층현상 등이 있다.

② 증기방출시 배관소개 해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 으며 이의 해를 

위해 특성해법을 도입하 다.

③ 공기방출시 방출된 기초의 진동 해석을 위한 모델을 완성하 으며 

기포성장시 및 진동시 수조내의 속도, 가속도, 압력분포 예측 모델을 개발

하 다.

④ 수조 내에 야기되는 속도분포로 인한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계산 모

델을 개발하 다.

⑤ 증기응축현상에 대한 모델은 여러 모델 중 Nariai와 Aya가 제사한 

원통형 증기기포모델, 구형 증기기포모델 및 반구형 증기기포 모델로 선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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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2

임계 열유속 실험 및 예측 모델 개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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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임계 열유속(Critical Heat Flux; CHF)은 원자로 열수력 설계에서 핵심

적으로 고려되는 열수력 현상으로 핵연료의 건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

진다.  수냉각형 원자로(Water-Cooled Reactors)는 정상 운전 및 예상되

는 과도 상태시 연료봉 표면에서 임계 열유속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냉각재 상실사고 (LOCA) 등의 사고 해석에 있어서는 정

확한 임계 열유속의 예측 여부가 사고 해석의 신뢰도에 큰 향을 주게된

다.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이 다양하고 유동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이

나 운전 변수들의 임계 열유속에 대한 향이 매우 복잡하여, 충분한 이해

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신형 원자로 개발시 

개념 설계와 같은 단계에서는 단일 원형관에 대한 모델을 이용하여 봉다

발 임계 열유속을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형관내의 광

범위한 유동조건에 대한 적용과 실험적 예측 모델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심 채널의 유동 조건과 유동 조건에 따른 열역학적 상태, 기포

와 액체의 분포 및 거동과 같은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

한 가시화 노력과 이론적 모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적절한 기하학적 

보정인자나 유동보정인자를 고려함으로써 원형관 임계 열유속 모델에 기

초한 봉다발 임계 열유속의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범위

임계 열유속에 관한 기존 실험 및 이론적 연구결과들의 체계적 고찰과 

실험을 통한 원형관 임계 열유속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기반으로 기존의 

예측 모델 개선과 새로운 이론적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의 개발, 그리고 

이를 이용한 봉다발 임계 열유속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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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연구 현황 분석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주요 유동 조건에서 관찰되

는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들을 정리하고 실험 데이터들에 의해 관찰

되는 주요 변수의 임계 열유속에 대한 향들을 관찰한다.  실험 데이터와 

발생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실험 및 이론적 예측 방법들을 정리

하고 분석하며 각 예측 방법들의 예측 성능과 특징 그리고 사용되는 주요 

보조 방정식들 및 장․단점을 조사한다.

- 주요 임계 열유속 발생 메카니즘 분석

    - 주요 변수가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향 분석

- 임계 열유속 예측 방법 분석

- 임계 열유속 예측 상관식 및 표 정리

2. 임계 열유속 실험 수행

임계 열유속 실험은 기존 임계 열유속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낸 바에 

의해 데이터가 극히 적은 중간 압력 조건 하에서의 저건도 조건과 10기압 

이하의 저압 저유속 조건에 대해 수행되어 기존의 임계 열유속 데이터 베

이스를 보충하고 기존 모델의 개선과 새로운 모델의 평가에 사용하는 것

을 목표로 수행된다.  고유속 조건, 기포류에서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

즘 관찰을 위해 사각 채널을 이용한 유동 가시화 실험이 수행되며 실험 

결과로 얻어진 유동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모델들과의 비교분석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중간압 실험

    - 저압 저유속 실험

    - 유동 가시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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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 개발 연구

- 원형관 길이 보정인자 개발

- 원형관 임계 열유속 표 개선

- 통합 원형관 임계 열유속 이론 모델 체계 구축

- 봉다발 임계 열유속 예측 방법론

제 2 장 기존 연구 현황 분석

제 1 절 발생 메커니즘과 이론적 모델

 정확한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의 개발과 임계 열유속 증진을 위해서는 

임계 열유속을 일으키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지금까지 제안되어온 임계 열유속 메커니즘과 관련 이론적 모델은 

크게 수조비등 조건과 내부 유동 비등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장순흥 & 백원필, 1997).

1. 수조비등 임계 열유속

수조 비등의 경우 CHF 메커니즘으로는 Zuber(1958)가 제안한 수력학적 

불안정성 모델 (Hydrodynamic Instability Model)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Lienhard 그룹(Lienhard & Dhir 1973; Lienhard 등 1973; 

Lienhard 1988) 등에 의해 개발된 보정 상관식을 적용하면 여러 종류의 

가열면 형상과 유체에 있어서의 CHF가 비교적 잘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Haramura & Katto(1983)는 액체 미세층 건조 모델 (Macrolayer Dryout 

Model)을 제안하고, 유동 비등 조건에까지 그 개념을 확장시켰다.  현재까

지는 수력학적 불안정성 모델이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실험적

으로 충분히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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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유동 비등 임계 열유속

수직 가열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임계 열유속 메커니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Fig. 2.6이며[Semeria & Hewitt 1972], 이

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특정 기포 생성 지점에서의 기포 성장에 따른 국부적 과열(Local 

Over- heating Following Bubble Growth at a Nucleation Site)

(나) 가열면 근처에서의 기포 군집층 형성으로 인한 액체 접근 차단

(Near-Wall Bubble Crowding and Vapor Blanketing)

(다) 슬럭류 기포 주위 액체막의 증발(Evaporation of Liquid Film 

Surrounding a Slug Flow Bubble)

(라) 환상류에서의 액체막 건조(Liquid Film Dryout from Annular Flow) 

제 2 절 임계 열유속 실험 및 데이터 베이스

지금까지의 실험 데이터는 대부분이 6 ∼ 60 기압 조건에서 얻어졌으며 

특히 낮은 압력과 중간 압력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어 열수력 분야

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의 유동조건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가장 광범위한 조건에 대해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는 CHF 

임계 열유속 표(Groeneveld 등 1996)는 데이터가 없는 역에 대해서 존

재하는 데이터의 외삽(extrapolation)과 내삽(interpolation), 그리고 기존의 

임계 열유속 상관식(Zuber 1959, Katto 1991)을 이용하여 표를 보완하고 

있다. Baek 등(1997)의 18,022 개의 임계 열유속 데이터로 구성된 KAIST 

데이터 베이스 분석에 의하면 중간압 조건에서 낮은 건도(X  < 0.2)에 대

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에서의 기존 상관식 또는 표의 

예측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저압의 경우

(P < 10 bar), 대부분의 데이터가 대기압 조건하에서 얻어진 것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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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낮은 압력조건이 발생하는 상업용 원자로의 사고시나 연구용 원자로의 

해석에 필요한 저압 조건에서의 임계 열유속에 대한 체계적인 변수의 

향이나 상관식의 평가에 사용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

제 3 장 임계 열유속 실험

제 1 절 중간압 실험

1. 개요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기 확보된 원형관에 대한 임계 열유속 데이터 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역에서 실험 데이터의 확충

- 확충된 실험 데이터를 통해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에 대한 독립적인 향 분석

- 기존의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2. 실험 장치 및 실험 조건

가. 실험 장치

중간압력 조건에서 임계 열유속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Fig. B.2.1과 같

은 실험회로가 설계 및 제작되었다.

나. 실험 조건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역에 걸쳐 임계 열유속 실험이 수행되었다.

- 관 직경(D): 0.004, 0.006, 0.008, 0.010 m

- 가열 길이(L): 0.16 ∼ 1.05 m (L/D: 30 ∼ 175)

- 계통 압력(P): 101 ∼ 4012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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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유속: 99.3 ∼ 2032 kg/m2s

- 입구 미포화도: 92.7 ∼ 989.2 kJ/kg

- 출구 건도: -0.114 ∼ 0.71

- 임계 열유속: 478 ∼ 7412.8 kW/m
2

3. 실험 결과 및 논의

획득된 실험데이터의 총 수는 251개로서, Fig. B.2.2에 각 독립변수에 따

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최근

에 새로이 발표된 예측기법들을 평가해 보고, 임계 열유속에 향을 미치

는 각 인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상관식 평가

획득된 실험 데이터들의 변수 역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들에 대한 평

가 결과를 Table B.2.1에 제시하여 두었다. 이를 통해, CHF Lookup 

Table을 열평형방법을 이용한 예측이 가장 신뢰성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

다.

나. 변수의 향 분석

(1) 입구 조건 관점

○ 입구 미포화도의 향

임계 열유속은 입구 미포화도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관 직경의 향

 관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 열유속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

식이다. 이는 가열면적은 직경에 비례하지만 유량은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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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직경에 따라 동일한 열유속에 대한 출구 건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입구 미포화도가 작을수록 향은 줄어들게 되며, 

입구 미포화도가 클수록 관직경에 대한 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

과를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 가열 길이의 향

가열길이가 증가하면 출구에서의 건도가 커지기 때문에, 임계 열유속은 

일반적으로 가열길이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가열 길이의 증가에 따른 임

계 열유속의 감소율은 길이가 커질수록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 질량 유속의 향

임계 열유속은 질량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압력에 따라 증가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계통 압력의 향

계통의 압력에 따라서 임계 열유속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로서, 압력이 증가하면 유체의 비등점이 커지게 되

고, 따라서 입구의 미포화도는 커지게 되므로, 임계 열유속은 증가하게 된

다. 

(2) 출구 조건 관점

○ 출구 건도의 향

전반적으로 출구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계 열유속은 점차 감소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저건도 역에서와 같은 선형적인 반비례 

관계를 확연히 보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 직경의 향

일반적으로 건도가 작은 역에서는 관 직경이 작을수록 임계 열유속이 

커지고, 건도가 커지면, 이러한 현상은 불명확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 직경의 향을 보정해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던 상수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건도의 향을 충분히 반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관

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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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길이의 향

실험데이터의 전 역에 걸쳐 가열길이에 따라 임계 열유속은 점차적으

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 질량 유속의 향

유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건

도가 증가하거나, 유량이 커지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중간 유

속의 고 건도 역에서는 질량 유속이 증가하면, 임계 열유속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열수력 코드 등에 사용될 

상관식 또는 예측 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질량 유속의 향을 반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계통 압력의 향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인식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압력에 따

른 임계 열유속 증가율이 건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건도가 높아질수록 증

가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3) 논의

중간압 조건에서 가열길이가 비교적 짧은 저건도 및 저유속 역에서 

새로이 얻어진 임계 열유속 데이터를 통해 기존의 대표적인 상관식 또는 

표 등의 예측 성능을 평가해 보았으며, 입구 조건 관점 및 출구 조건 관점

에서 각 독립 변수들의 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예측 모델들 가운데 국

부 조건 상관식의 경우, 열평형 방법에 의한 Groeneveld(1996)등의 임계 

열유속 표가 가장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 으며, 인공 신경 회로망 기법을 

이용한 BPN에 의한 예측 성능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

나, 입구 조건 상관식의 경우 대부분 임계 열유속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각 독립 변수들의 향을 살펴 본 결과, 기존의 인식들과 대부분 일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구 조건 관점에서 압력의 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출구 조건 관점에서 질량 유속에 대한 향을 명

확한 규명이 요구되어지며, 관직경의 향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보정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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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상수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출구 건도

의 향을 충분히 반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관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 2 절 저압, 저유속 실험

1. 개요

저압, 저유속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몇몇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이 대기압

에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비교적 한정된 실험관 조건(가열 길

이, 직경)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임계 열유속에 대한 주요 변수

의 향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압, 저유속 조

건에서 체계적인 변수 조건들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임계 열유속에 대

한 변수들의 향을 관찰하고, 다양한 변수 조건에 대해 신뢰성있는 데이

터 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조건

가. 실험 loop

실험은 KAIST의 저압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실험장치는 

Fig. B.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원형관으로 된 실험부, 응축기, 가압기, 

원심펌프, 터빈 유량계, 볼 밸브 및 니들 밸브, 두 개의 가열기, 그리고 이

들을 연결하는 파이프들로 이루어졌다.

나. 실험부 (Test section)

실험부는 인코넬-625 원형관으로 제작되었으며 계략적인 형태가 Fig. 

B.2.4에 나타나 있다.

다. 실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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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실험의 각 변수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직경(D): 6, 8, 10, 12 mm

가열길이(L): 0.3 ∼ 1.77 m

압력(P): 106 ∼ 951 kPa

질량 유속(G): 20 ∼ 277 kg/m2s

입구 미포화도(Δhi): 50 ∼ 654 kJ/kg

3. 실험 결과 및 논의 

다양한 직경, 가열길이, 압력, 유속, 그리고 건도 조건에 대한 실험을 통

해 총 503개의 임계 열유속 데이터가 얻어졌으며 얻어진 데이터들의 전체

적인 건도 범위와 열유속 범위는 Fig. 3.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 출구 건도 (X): 0.323 ∼ 0.999

- 임계 열유속 (qc): 120 ∼ 1598 kW/m
2

가. 유동양식 분석

Mishima 와 Ishii (1984)는 이상유동에서 유동양식을 구분하기 위한 기

준으로써 겉보기 속도보다는 기하학적 변수들, 즉 기공율(Void Fraction)

과 같은 변수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직 상

향류에 대해서 새로운 유동양식 선도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Mishima & Ishii (1984)의 유동양식 선도를 이용하여, 얻어진 데이터에 대

한 유동양식 분석을 수행하 다. Fig. 3.2.5 (a)와 (b)는 D = 8 mm와 12 

mm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각각 200 kPa 과 100 kPa의 압력조건에 대한 

유동양식 선도에 나타낸 결과이다. 본 실험에서 대부분의 실험 데이터는 

환상-분무류 역에서 얻어 졌으며, 낮은 유속에서는 액적 이탈이 없는 

환상류, 그리고 더욱 낮은 유속에서는 플러딩 제한 임계 열유속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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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계 열유속에 대한 변수의 향

(1) 입구 조건 관점

○ 질량 유속의 향:

임계 열유속은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율은 유속이 커짐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 열유

속에 대한 질량유속의 향에 대해 압력은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열직경이 같은 경우,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른 임

계 열유속 증가율은 가열길이가 작을수록 커짐을 알 수 있었다. 

○ 직경의 향

가열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계 열유속은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직경의 향은 가열길이가 짧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그러나 같은 L/D  값에 대한 데이터의 경향에서는 직경의 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가열길이와 직경의 비 (L/D)가 직경이나 가열길이 

단독변수보다 더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준다. 

○ 가열길이의 향

모든 질량유속 조건에서 가열길이가 길수록 임계 열유속은 낮아지지만 

가열길이가 아주 길어지면 그 향이 작아진다. 즉 이는 임계 열유속이 가

열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입구 미포화도 (Δhi)의 향

미포화도의 향은 크지는 않지만 입구 미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계 

열유속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 압력의 향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임계 열유속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량에서는 압력

에 따라 증가하지만 낮은 유량에서는 압력의 향이 거의 없거나 다소 감

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출구 조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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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유속의 향

Fig. B.2.6은 다양한 출구 건도 조건과 가열 직경 및 가열 길이 조건에

서 임계 열유속에 대한 질량 유속의 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은 세 가

지 직경에 대한 데이터 모두가 질량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 열유속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 건도의 향

일반적으로 임계 열유속은 출구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 결과도 임계 열유속이 출

구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출

구 건도의 향은 유량과 압력조건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G  = 

60 kg/m2s의 경우, 임계 열유속은 거의 일정해 출구 건도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유량이 낮고 압력이 낮을수록 출구 건도

의 향이 작아지는 것을 보인다. 

○ 가열길이 대 직경비의 향

임계 열유속은 L/D = 200 이상에서도 L/D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부 조건 상관식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선정에

서 기존 L/D의 기준치는 저압, 저유속의 경우에는 충분치 않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 관직경의 향

직경의 크기가 6 mm에서 12 mm로 두 배로 증가하여도 직경의 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압력의 향

압력 향은 입구 조건 관점에서의 압력 향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임계 열유속은 낮은 유속에서는 압력의 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높은 유량의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다. 기존 상관식들과의 비교

(1) 통계학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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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Table B.2.2에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의 수와 함께 나와있

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모든 상관식들은 실험 데이터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식들 중 Shah 상관식이 가장 좋은 예측능력을 보

여주고 있으며, Baek 등 (1997)의 상관식 또한 좋은 예측 능력을 보여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임계 열유속 경향 비교

어떤 상관식이나 모델이 데이터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른 임계 열유속의 변화 경향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면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가 가진 변수 범위이외의 조건에

서 합리적으로 임계 열유속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

서 본 분석에서는 예측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상관식들 (Baek 등, 

1997; Shah, 1987)과 모델 (Katto, 1984)에 대하여 임계 열유속 경향 예측 

성능 분석을 수행하 다. 주요 변수에 대한 임계 열유속의 변화 경향을 살

펴 본 결과 Katto (1984)의 액막 건조 모델이 모든 변수의 향을 합리적

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유동가시화 실험 

1. 개요

유동가시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들은 다양한 유동 가시화 

실험방법으로 복잡한 현상 관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들의 주된 관심은 핵비등에서의 주요 기포 변수들과 DNB의 물리적 메커

니즘에 집중되어왔다. 본 실험적 연구에서도, 몇 가지 가시화 도구를 가지

고 얻어진 이미지들의 분석을 통해 미포화 유동 비등의 특징과 구조 및 

기초적인 기포 거동이 분석된다.  본 실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포화 유동비등에서 기포 거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 가시화를 통해 미포화 유동비등에서 유동 구조를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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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B의 물리적 메카니즘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

2. 실험

가. 실험 장치

미포화 유동 비등 실험은 작동유체로서 물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시험관

은 수직 사각관 형태이며, 몸체와 히터를 포함하는 Inserter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8*5 mm2 유동 채

널과 앞면과 옆면에 3 개의 Lexan 창을 포함한다. Fig. B.2.7에 유동가시

화를 구현하기 위한 개략적인 구성도를 제시하 다.

나. 실험 조건

본 실험의 실험조건들은 Table B.2.3에서 설명한다.

3. 실험결과 및 논의 

가. 미포화 수조 비등의 가시화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성장하는 기포 아래 마이크로 층이 

확인되었고 기포 이탈 직경은 1 mm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또한 기포 이

탈 진동수는 10-100/s의 Order이다. 이런 값들은 이전 연구들에서 보인 

대기압의 물에서 기포 이탈 직경 1-2.5 mm, 진동수 20-40 /s의 값들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미포화 유동 비등의 가시화

Fig. B.2.8은 가열면 끝 1-2cm에서의 기포 거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

진들은 오른쪽 창을 통해서 촬 했으며 역시 핵비등 현상의 순간적인 캡

쳐이다. 고착된 기포들이 존재하는 과열 액체 층이 존재하며, 이 층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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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포와 고착된 기포와 움직이는 기포들이 응집된 것들을 포함하는 유

동 기포층, 마지막으로, 액체 중심층이 있다. 이러한 고려는 Fig. B.2.9에서 

보여진다.

다. 유동 구조와 DNB 메카니즘의 고려

Fig. B.2.10의 이미지는 벽면 가까이 기포 이탈 경로를 보여준다. 그림에

서 보이듯이 기포들은 그들 아래 액체 미세층을 형성하면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DNB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고려해 보면, 기포들의 

핵 생성 지점에서 성장하는 동안 형성된 액체 미세층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액체 미세층은 과열 액체 층이며, 고열유속, 낮은 미포화

도에서 측면 모습을 볼 때, 기포들은 전체 표면을 덮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이는 광학적 허상일 뿐이며, 실제로 액체는 핵 생성 지점 근처에 존

재 할 것이며 기포 이탈 경로의 겹침에 의해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

한 액체의 말라붙음은 DNB 발생의 원인일 수도 있다. 

제 4 절 결론

미포화 유동 비등에서 가열면 근처 기포들의 거동은 대기압의 물에서 

가시화를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a) 활성화된 핵생성지점의 수는 표면 열유속이 커질수록 증가하며, 유

로 평균 미포화도는 감소한다. 

(b) 가열면 가까이 기포층의 두께는 미포화도의 감소에 따라 증가한다.

(c) 약 5-7MW/m2의 충분히 높은 열유속에서, 차단기포는 액체 중심층

과 벽면 근처 사이에 액체 공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d) 충분히 높은 열유속에서 3개의 특징적 역이 관찰된다. (i)고착된 

기포를 가진 과열 액체 층 (ii)고착된 기포들 위로 커다란 응집된 기포들

로 구성된 유동 기포층 (iii)액체 중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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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 연구

제 1 절 원형관 길이 보정 인자 개발

1.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임계 열유속과 관련된 다른 인자들과는 달리 가열길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가열길이의 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가열길이가 긴 관에 근거하여 개발된 예측모델에 의해 짧은 관의 임

계 열유속을 예측할 수 있다.

○ 국부조건 가설에 근거한 상관식 개발시 짧은 가열관의 실험데이터를 

이용함에 의해 보다 넓은 역에 대해 실험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 가열길이의 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나)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가열길이의 효과가 사라지게되는 새로운 범

주 제시

(다) KAIST CHF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여 신뢰성 있는 L/D 보정

인자 개발

(라) 중간 압력조건에서 산출한 새로운 실험데이터로 입증

2. 문헌조사 및 KAIST CHF Data Base 분석 

강제대류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성 길이로 무차원화된 변수, 

즉 가열길이와 유로의 등가직경의 비(L/D)를 종종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임계 열유속은 일정 입구 조건 관점에서 볼 때, 가열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는 주어진 열속에서 길이가 증가하게 되면 출구의 건도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출구 조건 관점에서 가열길이의 향에 대

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L/D에 따라서 임계 열유속은 감

소한다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열길이

의 향이 사라지게 되는 L/D 문턱값은 유동의 조건과 유로의 형상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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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관련되며 특정하게 정해진 값이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들의 함수

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3. 보정 인자 개발

가. 개발 전략

본 연구는 인공신경 회로망 중에 간단하면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BPN(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s)을 이용하여 가열길이의 향을 

정량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된 균일가열 

원형관에 대한 상향유동 임계 열유속 실험데이터를 수집, 이를 이용하여 

훈련된 인공신경회로망은 다양한 유동조건과 기하학적인 형태에 대하여 

가열길이 보정인자의 개발에 필요한 임계 열유속을 산출하게 된다. 

나. 인공 신경 회로망 구축

KAIST CHF 데이터 베이스에서 위 변수 범위에 해당하는 임계 열유속 

실험데이터의 90%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BPN의 훈련과정에 사용하게 

된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실험데이터는 구축된 BPN의 성능을 평가 

및 모사에 이용되게 된다. 인공신경 회로망의 입력 Layer에는 네 개의 무

차원화 된 변수들이 이용되었다. 이들 무차원 변수들은 다음 식과 같이 서

로 연관되어 훈련 망에서 가중치 벡터를 구하게 된다.

qc
Ghfg

= f(
ρ g
ρ f
,
σρ f

G 2L
,
L
D
,x)

새롭게 만들어진 인공신경회로망은 평균 오차가 -0.99%, RMS 오차 

13.35%수준에서 매우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다. Threshold L/D 상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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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길이가 임계 열유속에 향을 주게 되지 않는 문턱 값이 존재한다

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 값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통의 변수 또는 유동의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는 다른 계통의 변수로 이를 함수화 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음은 개

발된 가열길이의 문턱 값을 제시하는 상관식이다.

L/D) th=252.86 (
σρ f

G 2D )
0.135

(x+0.25(
ρ g
ρ f )

0.189

)+10

라. L/D 보정 인자 

L/D가 L/D의 문턱값보다 작은 경우에 대하여 개발된 가열길이 보정인

자는 다음 식과 같다.

C.F=-0.2945[ (1+x) 1.237 (
σρ f

G
2
D )

0.01155

+0.312(
ρ f
ρg )

-0.0617

]⋅ln ( L/DL/Dth )+1
 개발된 보정인자 상관식은 전반적으로 가열길이 향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에 이용된 실험데이터에 대하

여 가열길이 보정인자 상관식은 평균 오차와 RMS 오차가 각각 -2.18%와 

27.75%로 보여주고 있다(Fig. B.2.11).

개발된 길이 보정 인자의 적용가능 역은 아래와 같다.

- Diameter(D) = 0.005m ∼ 0.012m

- Heated length(L) = 0.1m ∼ 6.0m

- Pressure(P) = 100kPa ∼ 20000kPa

- Mass flux(G) = 12.5kg/m2s ∼ 7447.5kg/m2s

- Exit quality(x) = -0.35 ∼ 0.98

4. 실험 데이터를 통한 입증

가. 중간압 실험을 통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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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유량이 커질수록 새로이 개발된 길이보정인자는 Look-up Table

의 길이 보정인자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나. KAIST CHF Data base를 통한 입증

개발된 보정인자는 기존의 임계 열유속 실험데이터들로부터 조합된 실

험 데이터에 대해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가열길이의 향에 대하여 해석적

인 방법과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공신경 회로망을 임계 열유속에 

적용함에 의해 가열길이가 임계 열유속에 향을 주지 않게 되는 새로운 

범주가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범주 내에서 가열길이 보정인자가 새롭게 개

발되었다. 임계 열유속에 대한 일련의 실험들이 또한 새로이 개발된 보정

인자의 입증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부조건가설에 근거한 

상관식에 의해 가열길이가 짧은 임계 열유속을 예측하고 짧은 관에 대한 

임계 열유속 데이터를 긴 관에 대한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

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된 문턱 상관식과 보정인자를 

이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임계 열유속 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가열길이 보정

인자에 대한 저압 저유속 역에서의 개선과 더 많은 실증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입증실험이 요구되어 진다.

제 2 절 원형관 임계열유속 표 개선

1.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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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압( ≤ 3000kPa) 및 저유속 역 또는 중간압 중간유속 역 ( 

≤ 3000kg/m2s)에서,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와 새로이 획득된 실험데이터

를 기반으로 직접 대입 방법(Direct Substitution Method; DSM) 관점에서 

1995 임계 열유속 표의 예측 성능 개선.

(나) 가열 길이 보정인자를 적용하여 짧은 가열길이를 갖는 실험데이터

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실험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저건

도 역에서의 합리적인 예측값 제시.  

2. 임계 열유속 표

유량 1000kg/m
2
s 이하 및 압력 1000kPa 이하에서의 저건도 역에서는 

실제로 실험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열길이의 향을 배

제하기 위해 L/D가 80이상의 실험데이터 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표를 

개발하는데 이용된 데이터는 극히 드물며 따라서, 이 역에서의 1995 임

계 열유속 표를 이용한 예측에는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3. 개선 방법론 및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최근 Moon등 (1996) 및 Lee등 (1998)에 의해 임계 열유

속의 예측에 도입된 인공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 다. 

가. 개발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

개발에 사용된 실험데이터는 모두 합쳐 3607개이며, 각 데이터의 압력과 

질량 유속 및 건도에 따른 분포를 Table B.2.4에 나타내었다.

나. 개발 절차

질량 유속이 3000kg/m2s 및 압력이 3000kPa 이하에 해당하는 3607개의 

임계 열유속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임계 열유속 표를 개선하기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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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행 흐름도를 Fig. B.2.12에 도시하여 두었다. 

4. 결과 및 논의

가. KAIST 임계 열유속표

새롭게 제시된 KAIST 임계 열유속 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관 직경 (D) 0.003m ≤ D ≤ 0.0239m

- 가열길이 대 관직경의 비 (L/D)4.4 ≤ L/D ≤ 791.9

- 계통 압력 (P) 100kPa ≤ P ≤ 3000kPa

- 질량 유속 (G) 50 kg/m
2
s ≤ G ≤ 3000kg/m

2
s

- 건도 (x) -0.15 ≤ x ≤ 0.9

나. 예측 성능 평가

새로이 개발된 KAIST 임계 열유속의 예측 성능을 Fig. B.2.13에 도시하

여 두었다.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3156개의 실험데이터에 대해 직접 대입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평균 및 RMS 오차가 -18.20%, 34.05% 수준으

로 임계 열유속을 예측하고 있으며, 열평형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평균 

-12.77% 및 RMS 오차 23.01%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예측 결과는 전반적으로 임계 열유속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압 및 저유속 역에서 개발된 다른 상관식 또는 모델들과 

비교해 보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 변수에 따른 경향 분석

각 독립 변수에 따른 예측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예측 상관식 또는 예

측 모델의 개발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하는 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KAIST 임계 열유속 표와 비교 분석을 위해 1995 임계 열유속 표

에 대한 건도, 질량 유속 및 계통 압력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았다. 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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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예측 성향과 압력에 따른 예측 성향은 1995 표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질량 유속에 따른 예측 성향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임

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세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밝혀진 사실과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압 및 저유속 역에서 새로이 제시된 KAIST 임계 열유속 표는 

직접 대입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평균 및 RMS 오차가 -18.20%, 

34.05% 수준으로 임계 열유속을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저 건도 역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경우, 기존에 상관식 개발에 사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

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 제시된 임계 열유속 표의 L/D에 따른 예측 오차 분포를 살펴보면, 

저압 저유속 역에서는 가열길이의 향이 사라지는 문턱 L/D 값이 예

측되는 값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히 긴 가열에서도 여전히 

가열길이의 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995 임계 열유속 표에 있어서, 질량 유속이 0 kg/m2s 및 건도가 1 

인 경우에 대한 임계 열유속에 대해서는 실험 데이터에 기반을 둔 현실적

인 값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질량 유속 및 관 직경에 따른 임계 열유속의 경향에 있어서는 매우 

불분명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향후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통합 원형관 CHF 이론 모델 체계 구축

1. 개요

지금까지 모든 유동양식에 대한 통합된 임계 열유속 모델은 환상류와 

기포류의 유동 양식과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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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 다. 본 절에서는 액체 미세층 건조를 바탕으로 통합 임계 열유속 

모델이 제안되고 평가되었다. 

2. 기존 이론 모델

가. 환상류 역에서의 액체막 건조 모델

환상류 역에서의 액체막 건조(LFD) 모델은 비교적 잘 개발되어 있고, 

일부 열수력 코드에서는 별도의 실험 상관식이나 CHF 표의 도움 없이 지

배방정식과 보조 상관식들만을 사용하여 LFD에 의한 CHF를 결정하는 수

준에 이르고 있다.

나. 기포류 역에서의 DNB 모델

(1) 액체층 과열도 제한 모델 (Liquid Layer Superheat Limit Model):

 Tong 등(1965)

(2) 경계층 박리 모델 (Boundary Layer Separation Model):

Kutateladze & Leont'ev (1966), Tong (1968, 1975), 

Hancox & Nicoll (1973)

(3) 액체 유동 차단 모델 (Liquid Flow Blockage Model): 

Bergel'son (1980), Smogalev (1981)

(4) 기포 군집 모델 (Bubble Coalescence Model): 

Hebel 등(1981), Weisman & Pei (1983), Chang & Lee (1989),

Kwon & Chang (1999)

(5) 액체 미세층 건조 모델 (Liquid Sublayer Dryout Model): 

Lee & Mudawwar (1988), Katto (1990), Celata 등(1994c).

3. 통합 임계 열유속 모델

가. 기본 임계 열유속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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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막 건조를 이용한 통합 임계 열유속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가정들이 사용되었다.

(1) 기포층은 OSV 지점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 때, 기포층의 하부에

는 과열 액체 미세층이 존재한다. 액체 미세층의 두께는 수력학적 불안정

성에 의해 결정된다. 액체 미세층과 기포층 사이에의 질량전달은 액체 미

세층의 증발에 의한 유량변동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다.

(2) 광범위한 유동 형태의 변화 이후에는(기포류-슬러그류, 슬러그류-환

상류) 유동 구조가 크게 변하므로 액체 미세층은 유동 형태의 변화이후 

새롭게 형성된다.

(3) 전체 가열관의 길이에 비해 슬러그류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슬러그류에서의 임계 열유속은 무시할 수 있다.

나. 지배 방정식

특정 위치에서 축방향 위치의 변화에 따른 액체막 유량의 변화는 가열

관 내의 유동 형태에 상관없이 기존 환상류에서의 액체막 건조 모델과 유

사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Glf
dz
(z) =  

4
D (mi( z )-mo( z )-

qb(z)

h fg )
위에서 Glf는 가열관 전체 단면적에 대한 액막의 질량유속이고 mi과 

mo은 각각 액체막으로의 액체 유입 유량과 유출 유량을 나타내며 qb는 

순수하게 비등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열유속을 나타낸다.

다. 보조 방정식

기포류 조건에서는 Chun 등(1999)이 사용한 보조 상관식을 사용하 고 

환상류 역에서는 Levy(1981) 모델을 참고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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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동 양식 변화

기존의 환상류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환상류로의 유동 양식 변화는 국부 

건도 또는 기공률이 특정 값에 이르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본 모

델에서는 Katto (1984)의 환상류 모델에서 사용한 유동양식 변화 기준을 

사용하 다. 

4. 통합 임계 열유속 모델 평가

모델은 모든 데이터를 평균 및 RMS 오차 0.8 %와 19.2 %를 가지고 비

교적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값과 실험값을 Fig. B.2.14

에 나타내었다. 

5. 결론

모든 유동 역에서 임계 열유속은 액막 또는 액체층의 건조에 의해 발

생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낮은 건도 및 높은 건도에 대한 통합 임계 열

유속 모델을 개발하 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포류와 환상류에 대해 같은 

지배 방정식을 가지며 단지 액막 또는 액체층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질

량 전달만이 유동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모델을 간단히 하기 위해 기포류

에서 액체층 경계에서의 질량 전달을 무시하고 슬러그류의 존재를 무시하

다. 개발된 모델은 광범위한 임계 열유속 데이터 베이스(9821)를 이용하

여 평가되었으며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포류에서 환상류로의 유동 경계 조건을 이용한 통함 임계 열유속 

모델은 유동 형태를 따지지 않은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신뢰성 

있는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된 임계 열유속 모델은 임계 열유속 값 뿐 아니라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므로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른 임계 

열유속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 더욱 신뢰성 있는 모델을 위해서는 기포류에서 액체 미세층과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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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사이의 질량전달, 기포층과 액체 중심류 사이의 질량전달, 그리고 슬러

그류에서의 임계 열유속이 기포류-슬러그류, 슬러그류-환상류로의 유동 

변화시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봉다발 CHF 예측 방법론

1. 개요

수직 원형관에서 임계 열유속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하학적인 형

상과 방대한 양의 실험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넓은 적용 역을 갖는 

많은 예측 상관식과 모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형관의 열수력학적인 특

성과 봉다발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봉다발에 의한 효과를 

반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정 인자를 도입하여 원형관에서 기초한 임계 열

유속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일반화된 임계 열유속 예측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데이터 베이스와 평가 방법

가. 부수로 해석 코드와 임계 열유속 데이터

다양한 기하학적인 조건에 대해, 부수로 해석 코드는 핵연료 다발이 장

전된 노심에서의 국부조건을 산출하는데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부수로 해석 코드 중 본 연구에서는 COBRA-IV-i 가 임계 열유속 

실험데이터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어진 봉다발 임계 열

유속 실험데이터는 기존의 상용로 뿐만 아니라, 신형원자로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역에 해당한다. 이들 중 사각형 수로에 해당하는 임계 열유속 데

이터는 23개의 다발에 대한 1,958개이며, Westing house (Fighetti & 

Reddy,1982)와 Siemens (1994)의 기존의 상용로의 개발에 사용된 것이다. 

나. 원형관 CHF 예측 모델에 근거한 봉다발 CHF 예측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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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봉다발에 대하 임계 열유속 상관식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q'' Bundle-CHF= q''Tube-CHF⋅K 1⋅⋅⋅Ki

3. 결과 및 논의

가. 봉다발 실험데이터에 대한 원형관 CHF 예측 모델 평가

(1) 예측 정확도

DSM의 경우, Table B.2.5에 제시된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CHF 

Look-up table이 가장 유망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BM의 

경우 Lin 등의 모델은 상당히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Weisman과 Ying의 모델은 다소 높게 임계 열유속을 예측함을 알 수 있

다. 이들 두 이론적 모델은 HBM과 DSM에서 매우 상이한 예측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2) 주요 변수 변화에 대한 상관식들의 예측 경향

각 모델 별로 인자에 따른 임계 열유속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CHF 

Look-up Table이 봉다발 임계 열유속 실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경우에 있

어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판단되어 진다.

나. 원형관 CHF 예측 모델에 근거한 봉다발 CHF 예측 방법론 

평가

(1) 예측 정확도

객관적인 비교 평가를 위해 봉다발 데이터에 근거하여 개발된 W-3R(국

부 조건형) 상관식과 EPRI-1(혼합 조건형) 상관식을 각각 상관식 적용범

위 내에서 예측, 평가해 보았다. 이에 대한 통계적인 결과가 Table B.2.6

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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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다발 효과를 나타내는 보정 인자에 대한 평가

각 보정 인자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되는 봉다발과 이와는 다른 봉다발

을 독립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 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B.2.7에 

요약하 다.

4. 결론

임계 열유속 예측 도구로서 원형관에 근거한 임계 열유속 예측 기법과 

봉다발 효과를 고려한 보정인자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원형관에 그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모델들과 상관식들을 봉

다발 임계 열유속의 예측에 적용함에 있어서, Look-up table이 가장 적절

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Look-up table 에 봉다발 효과를 고려한 보

정 인자를 도입한 결과, DSM의 경우 W-3R 상관식보다 우수한 예측 결

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HBM의 경우, EPRI-I의 봉다발 상관식과 비교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 보정인자의 도입에 있어서, 특히 비 가열면 및 가열길이와 관련된 보

정인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다 다양한 역에 걸쳐 적절하게 국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수로 해석 코드에 사용된 보조 상관식의 적용 

범위의 확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형관에 근거한 임

계 열유속 모델은 봉다발의 향을 적절히 보정해 줄 수 있는 보정 인자

의 도입으로 원자로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 예측 모델이나 데이터가 충분

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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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의 기여도

제 1 절 원형관 CHF 데이터 베이스

저압․저유속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임계 열유속 데이터 513개와(D 

= 6, 8, 10, 12 mm, L = 0.3 ∼ 1.77 m, P = 104 ∼ 951 kPa, G = 20 ∼ 

277 kg/m2s, Δhi = 46 ∼ 654 kJ/kg, X = 0.323 ∼ 0.999, qc = 120 ∼ 

1598 kW/m2) 중간압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데이터 251개(D = 4, 6, 

8, 10 mm, L = 0.16 ∼ 1.05 m, P = 101 ∼ 4012 kPa, G = 99.3 ∼ 2032 

kg/m2s, Δhi = 92.7 ∼ 989.2 kJ/kg, X = -0.114 ∼ 0.71, qc = 478 ∼ 

7412.8 kW/m2)를 부록 1에 제공하 다. 실험에서 획득된 임계 열유속 데

이터들은 다양한 변수 조건들을 가지므로 기존의 임계 열유속 데이터와 

연계하여 1) 기존 임계 열유속 데이터 베이스의 보완, 2) 기존 임계 열유

속 예측 모델들의 평가, 3) 기존 예측 모델의 개선 및 새로운 예측 모델의 

개발, 그리고 4) 주요변수들이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향의 관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개선된 원형관 CHF 표 

기존의 여러 문헌을 통해 수집된 임계 열유속 실험 데이터 베이스와 저

압 및 중간압 실험을 통해 새로이 획득된 임계 열유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1995 임계 열유속 표 가운데 비교적 예측 성능에 있어서, 불확도가 큰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저압․저유속 역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연구가 수행되

어, 출구 조건을 사용하는 직접 대입 방법에 의한 예측 성능에 있어서 평

균 오차 -18.20% 및 RMS 오차 34.05%의 신뢰도로 임계 열유속을 예측하

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특별히 저 건도 역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경우, 가열길이 보정인자를 적용함에 의해 기존의 상관식의 개발에 사용할 

수 없었던 짧은 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예

측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제시된 임계 열유

속 표는 임계 열유속의 예측 기법 중 실용적인 측면에서 일정 입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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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보다 일정 출구 조건 관점에서 예측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유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표를 사용하는 임계 

열유속의 예측 기법에 있어서 가열길이의 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등에 사용될 열수력 및 사고 해석 코

드에 적용될 임계 열유속 예측 기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주었다.

제 3 절 통합 CHF 이론 모델

현재까지의 이론적 임계 열유속 모델들은 초기부터 기포류나 환상류와 

같은 주어진 하나의유동 조건에서 개발되고 또한 특정 유동 조건을 만족

하는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평가되므로 유동 형태를 모르는 조건에 대한 

적용이나 평가가 불가능하 다. 통합 CHF 이론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함

으로써 모든 유동 조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임계 열유속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통합 임계 열유속 모델은 임계 열유속 값이외에 임계 열유속 발생 

당시의 유동 형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므로 임계 열유속의 경향과 유동 

조건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물리적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보조 방정식

이나 유동 경계 조건들을 추가해 나간다면 1995 임계 열유속 표나 다른 

실험 상관식들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신뢰성 있는 임계 열유속 모델을 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봉다발 CHF 예측 모델

핵연료들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과 서로 상이한 운전 조건 등에 대해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계 열유속 예측 도구로서 원형관에 근거

한 임계 열유속 예측 기법과 봉다발 효과를 고려한 보정인자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 다. 수행된 결과에 따르면, 원형관에 근

거한 임계 열유속 모델은 봉다발의 향을 적절히 보정해 줄 수 있는 보

정 인자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의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임

계 열유속의 예측 모델이나, 기하학적인 형상이 달라지는 새로운 핵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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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봉다발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있

어서, 합리적인 값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을 입증하 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간압 및 저압 저유속에서의 임계 열유속 데이터 베이

스를 실험을 통해 보다 잘 구축하 으며, 가시화를 통한 현상의 이해도 증

진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

하 다. 

제 1 절 임계 열유속 실험

 중간압 조건에서 가열길이가 비교적 짧은 저건도 및 저유속 역에서 

새로이 얻어진 임계 열유속 데이터를 통해 기존의 대표적인 상관식 또는 

표 등의 예측 성능을 평가해 보았으며, 입구 조건 관점 및 출구 조건 관점

에서 각 독립 변수들의 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예측 모델들 

가운데 국부 조건 상관식의 경우, 열평형 방법에 의한 Groeneveld(1996)등

의 임계 열유속 표가 가장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 으며, 인공 신경 회로

망 기법을 이용한 BPN에 의한 예측 성능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

었다. 그러나, 입구 조건 상관식의 경우 대부분 임계열유속을 실제보다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독립 변수들의 향은 기존의 

인식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저압, 저유속 조건

(104-951 kPa, 20-277 kg/m2s)에서는 주요 변수들이 임계 열유속에 미치

는 향을 관찰하 으며 임계 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여 513개 의미있는 데

이터 베이스를 확보하 다. 유동양식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임계 열유속

은 환상류 또는 환상-분무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획득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한, 변수의 향 분석과 주요 예측 모델의 평가 결과는 다음

의 4가지 경우로 요약된다.

a) 입구 조건 관점에서 관찰된 임계 열유속에 대한 변수의 향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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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제외하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 다. 

b) 출구 관점에서 관찰된 변수 향 분석에 의하면 L/D의 향이 긴 가

열길이(L/D >200)에서도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직경의 향은 기

하학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열길이가 일정한 경우 임계 열

유속이 직경에 따라 증가하고 L/D가 일정한 경우 직경의 향이 거의 없

는 것으로 밝혀졌다. 

c) 기존의 주요 실험 상관식들을 실험 데이터로 평가한 결과 Shah 

(1987) 상관식이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여 주었으며, Baek 등 (1997)과 

Groeneveld 등 (1996)의 상관식과 표도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주었다.

d) 액체막 건조 모델 (Katto, 1984)은 모든 실험 데이터 역에서 우수

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저압-저유속 조건하에서 임계 열유속 값과 

거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기압에서 수직 한쪽면 가열 사각관을 이용하여 가열면 근처 유

동 비등 구조 및 기포 거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유동 미포화 비등(G = 

2020 kg/m2s 이하)에서의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열유속의 

증가에 따른 벽면 기포들의 성장 및 핵생성 지점 도 증가와 기포들의 

군집으로 인한 커다란 차단 기포가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고열유속(q 

= 5-7.5 MW/m2)에서, 유동 역은 관찰된 현상을 토대로 가열면에 고착

되어있는 기포들을 지닌 과열 액체 층과 고착된 기포위로 지나가는 큰 차

단 기포(Vapor Clot or Blanket)들을 포함하는 유동 기포 층, 액체 중심 

층의 3 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제 2 절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 연구

 임계 열유속에 미치는 가열길이의 향에 대하여 해석적인 방법과 실

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공신경 회로망을 임계 열유속에 적용함에 의

해 가열길이가 임계 열유속에 향을 주지 않게 되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

하여 이러한 범주 내에서 가열길이 보정인자를 새롭게 개발하 다. 임계 

열유속에 대한 일련의 실험들이 새로이 개발된 보정인자의 입증을 위해 

수행하여 잘 맞음을 확인하 으며,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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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D 문턱값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다른 변수들의 함수적인 관계로 

제시되었다.

 b) KAIST의 임계 열유속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열길이 보정인자

가 개발되었다.

 c) 개발된 가열길이 보정인자는 저압 및 중간압력 조건에서 새롭게 얻

어진 실험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예측성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기존의 

가열길이 보정인자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다.

 d) 개발된 가열길이 보정인자는 기존의 임계 열유속 데이터 베이스로부

터 조합된 데이터에서 대해서도 의미있는 예측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국부 조건 가설에 근거한 1995 임계 열유속 표 중에서 비교적 예측 성

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되고 있는 저압 및 저유속 역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a) 저압 및 저유속 역에서 새로이 제시된 KAIST 임계 열유속 표는 

직접 대입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평균 및 RMS 오차가 -18.20%, 

34.05% 수준으로 임계 열유속을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저 건도 역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경우, 기존에 상관식 개발에 사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

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다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b) 제시된 임계 열유속 표의 L/D에 따른 예측 오차 분포를 살펴보면, 

저압 저유속 역에서는 가열길이의 향이 사라지는 문턱 L/D 값이 예

측되는 값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히 긴 가열에서도 여전히 

가열길이의 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원형관 CHF 이론 모델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유동 

역에서 임계 열유속은 액막 또는 액체층의 건조에 의해 발생한다는 가정

을 기반으로 낮은 건도 및 높은 건도에 대한 통합 임계 열유속 모델을 개

발하 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포류와 환상류에 대해 같은 지배 방정식을 

가지며 단지 액막 또는 액체층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질량 전달만이 유

동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된 모델은 광범위한 임계 열유속 데이터 베

이스(9821)를 이용하여 평가되었으며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기포류에서 환상류로의 유동 경계 조건을 이용한 통합 임계 열유속 

모델은 유동 형태를 따지지 않은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신뢰성 



- 792 -

있는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개발된 임계 열유속 모델은 임계 열유속 값 뿐만 아니라 임계 열유

속 발생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므로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른 임

계 열유속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용이하다. 

 c) 더욱 신뢰성있는 모델을 위해서는 기포류에서 액체 미세층과 기포층 

사이의 질량전달, 기포층과 액체 중심류 사이의 질량 전달, 그리고 슬르그

류에서의 임계 열유속이 기포류-슬러그류, 슬러그류-환상류로의 유동 변

화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용 원자로 및 신형원자로 등에 사용될 핵연료들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과 서로 상이한 운전 조건 등에 대해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계 열유속 예측 도구로서 원형관에 근거한 임계 열유속 예측 기법과 봉

다발 효과를 고려한 보정 인자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 원형관에 그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모델들과 상관식들을 봉

다발 임계 열유속의 예측에 적용함에 있어서, Look-up table이 가장 적절

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Look-up table에 봉다발 효과를 고려한 보정 

인자를 도입한 결과, DSM의 경우 W-3R 상관식보다 우수한 예측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HBM의 경우, EPRI-I의 봉다발 상관식과 비교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b) 보정 인자의 도입에 있어서, 특히 비 가열면 및 가열길이와 관련된 

보정 인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 원형관에 근거한 임계 열유속 모델은 봉다발의 향을 적절히 보정

해 줄 수 있는 보정 인자의 도입을 통해 신형 원자로의 개념 설계 단계에

서 예측 모델이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위의 주제들에 대한 현황, 실험, 해석 

및 분석과 모델 개발을 수행하 으며, 주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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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2.1 임계 열유속 상관식 평가 결과

상관식 평가방법 데이터 수
예측 오차 (%)

Avg. RMS
CHF 

Look-up 

Table

직접 대입 방법 69 23.26 39.37

열평형 방법 251 3.54 18.15

KAIST96
직접 대입 방법 69 94.3 111.00
열평형 방법 251 37.29 47.83

BPN 출구조건고정 251 10.99 27.24
Bowring 입구조건고정 158 33.65 39.75
Katto 입구조건고정 201 50.41 55.20
Shah 입구조건고정 251 21.4 32.8

Table B.2.2 임계 열유속 상관식 평가 결과

상관식 형태 상관식/표 평가방법 데이터
평균오차

(%)

RMS 

오차 (%)

국부 조건

Groeneveld 

등.(1996)
열평형

438
(a) 11.6 14.1

513(b) 10.3 15.9

Baek 등. 

(1997)
열평형

438
(a) 5.5 12.9

513(b) 4.8 13.7

입구 조건

Bowring

(1972)
입구 조건

169
(a) 12.1 13.2

513(b) 17.8 22.3

Katto 등

(1984)
입구 조건

470
(a)

25.2 27.9

513(b) 26.1 29.3

Weber 등

(1990)
입구 조건

217(a) 13.9 22.3

513(b) 13.5 19.3

Chang 등

(1991)
입구 조건

493(a) 10.5 25.0

513
(b) 12.0 26.9

Baek 등

(1995)
입구 조건

493(a) 9.4 20.3

513
(b) 10.6 21.6

혼합형태 Shah (1987) 입구 조건 513(a) 3.2 10.4

이론 모델 Katto (1984) 입구 조건 513
(b)

1.0 12.4

(a) 상관식 적용범위 내의 실험 데이터

(b) 모든 실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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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2.3 실험 조건

주요 변수 실험 조건

압력[bar] 1.19

포화온도 [oC] 104

질량유속[kg/m2s] 0-2020 (0,500,1500,2000)

입구 온도[
o
C] 35-77(35,45,53,58,77)

입구 미포화도 27-69(69,59,51,46,27)

열유속[MW/m
2
] 0-7.5

가열길이[mm] 100

히터 두께[mm] 2, 1.9

유동넓이[폭*높이,mm
2
] 8*5

유동양식 기포류

Table B.2.4 KAIST 임계 열유속표를 개발하는데 사용된 실험 데이터의 

변수에 따른 분포

Pressure range (kPa) 100 to 1000 1000 to 3000

Mass flux

(kg/m2s)
source

Quality range Quality range

-0.5∼-0.1 -0.1∼0.2 0.2∼0.5 0.5∼1.0 -0.5∼-0.1 -0.1∼0.2 0.2∼0.5 0.5∼1.0

0 to 1000

LPLF(a) 0 0 6 506 0 0 0 0

MPMF(b) 0 26 63 13 0 28 40 6

KAIST Data Base
(c)

0 26 132 721 0 13 109 1314

Sub total 0 52 201 1240 0 41 149 1320

1000 to 3000

LPLF 0 0 0 0 0 0 0 0

MPMF 0 25 9 0 2 25 13 0

KAIST Data Base 1 20 35 10 54 47 262 101

Sub total 1 45 44 10 56 72 275 101

(a) 0.006m < D < 0.012m, 42 < L/D < 295

(b) 0.004m < D < 0.010m, 30 < L/D < 175

(c) 0.003m < D < 0.0239m, 4.4 < L/D <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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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2.5 봉다발에 대한 원형관 임계열유속 예측 모델들의 예측 성능

열평형 방법(HBM) 직접 대입 방법(DSM)

n -
R

s n -
R

s

CHF table(1995) 479 0.971 0.066 479 0.931 0.171

Biasi 240 0.969 0.071 240 1.000 0.189

Katto 479 0.904 0.099 N/A

Lin et al. 445 0.968 0.073 339 0.918 0.341

Weisman & Ying 407 1.206 0.161 471 1.624 0.416

Table B.2.6  봉다발 데이터에 대한 임계열유속 예측 결과

n

직접 대입 방법(DSM) 열평형 방법(HBM)
Look-up 

Table
W-3R Look-up Table EPRI-1

-
R

s -
R

s -
R

s -
R

s

사각배열 1958 0.093 0.1567
1.17

5

0.331

7
0.951 0.0637 0.975

0.065

6

삼각배열 227 2.722 1.237 N/A 1.197 0.2149 1.157
0.173

0

Table B.2.7 봉다발 효과를 고려한 보정 인자들에 대한 평가 결과

n

보정 인자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정 인자를 적용했을 

경우
-
R

s -
R

s

지지격자 보정 인자 416 0.946 0.1720 1.018 0.1641

비가열면 효과 806 1.113 0.1332 0.942 0.1198

가열길이 보정 인자 439 0.878 0.1510 0.888 0.1522

불균일 열유속 분포 

보정 인자
64 1.081 0.1299

0.981
2 0.13822

0.8683 0.16853

1: 기준,  2: Tong의 F-인자  3: 비등 길이 평균 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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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1 중간압 임계 열유속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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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2 중간압 임계 열유속 실험 데이터의 독립변수에 따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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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3 KAIST 저압 실험 Loop

Fig. B.2.4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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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5 측정 데이터의 유동 양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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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6 임계 열유속에 대한 유량의 향 (출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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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7 계측 및 사진 시스템

        

           (a)         (b)        (c)         (d)         (e)

Fig. B.2.8 스틸카메라의 측면 이미지

Mass flux : 1580 kg/m
2
, Inlet T : 53 

o
C, (Xav = -0.0687), 

Area 4*22 mm
2
: 10mm apart from heater end, Heat flux : 7.5 MW/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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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9 개념적 유동 구조

Fig. B.2.10 가열면 근처의 기포 형태

Mass flux : 1550 kg/m2s, Heat flux : 4.38 MW/m2, Inlet Temp. 45 oC (Xav  = -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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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11 가열길이 보정인자의 예측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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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HF data : 3607 

D, L, P, G, ∆hi,x, qc

Conversion of  CH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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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N training 

D/0.008m, P, G,x, qc
*

Dimensio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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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G,x, qc
*

Impro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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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12 KAIST 임계 열유속 표의 개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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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13 직접 대입 방법에 의한 KAIST 임계 열유속 표의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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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14  실험치와 예측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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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3

유동 비등 및 기포 거동의 가시화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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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소와 기타 전력 산업에서의 증기발생기 및 보일러를 포함하

는 열교환기, 냉동기 및 반도체 칩 냉각 등의 많은 분야에서는 경제성과 

직결되는 열전달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열수력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유동 비등 현상을 이용한 열전달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비등은 열전달 표면에 막대한 열유속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동 비등 열전달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

기 위한 노력은 수십 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고, 특히 열역학적으로 

미포화 상태의 유체를 이용한 유동 핵비등이 열수력 시스템에서 가장 많

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유동 핵비등은 비등의 한 형태로서, 증기기포

(vapor Bubble)들이 고체 표면에서 생성되는 핵비등(Nucleate Boiling)에 

의해 열이 전달되며, 액체가 펌프에 의해 원형관 및 사각관 같은 가열유로

(Heated Cannel)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비등 현상으로 유동 비등 가운데 

가장 높은 열전달률을 제공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복잡한 현상이다. 과거의 

연구결과들은 거시적 현상의 이해 으며, 비등 메카니즘 이해 및 증진 메

카니즘 개발을 위한 미시적 현상의 물리적 이해는 복잡한 기포 거동으로 

인한 가시화의 어려움과 적절한 가시화 방법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열전달 증진장치 개발의 중요한 바탕을 이루

는 유동 핵비등 현상의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며, 더욱이 원자로 핵연료 건

전성에 매우 중요한 임계열유속 현상의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한 유동 핵비등 현상 및 기포 거동의 물리적 메카니즘 이

해가 운전중 핵연료 건전성 증진 및 열전달 증진 장치 개발과 관련한 여

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과제는 유동 핵비등 가시화 실험기술을 확보하여 복잡한 기포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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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동 구조 규명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유동 핵비등 현상의 물리

적 메카니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연

구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차년도 

가. 국내․외 유동비등 가시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가시화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다. 유동 비등에서의 기포의 성장 및 거동 관찰을 위한 가시화 실험 

제 2차년도

라. 유동 비등에서의 기포의 성장 및 거동 관찰을 위한 가시화 실험

마. 기포의 성장 및 거동 관찰 결과 분석 및 규명

바. 유동 변수에 따른 기포 직경 모델(상관식) 개발 및 평가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유동 핵비등에서의 열전달의 물리적 메카니즘을 세우기 위한 가시화 실

험은 Gunther(1951)에 의해 시작되어 Kiby(1965), Tong(1966), Celata 

(1995), Galloway와 Mudawar(1993) 등, 세계적으로 약 20-30여명의 연구

가들이 수행한 실험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사각 유로 채널에 한쪽면 가

열 방식의 시험관이나 내부에 가열관이 있는 환상관을 통해, 물과 프레온

을 작동유체로 사용하여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 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

력연구소(KAERI)의 열수력안전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90년대

에 들어와 관심을 갖기 시작하 다. 이러한 가시화 실험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이유는 실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반해, 메카니즘 규명 확

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시화 실험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연구되어왔다. 첫 번째는 열교환기 관련 분야에서 유동 핵

비등의 물리적 메카니즘 성립을 통한 열전달 증진 장치의 개발 분야이며, 

두 번째는 원자로 핵연료 건전성에 중요한 임계 열유속 메카니즘 규명을 

통한 임계 열유속 증진 장치 개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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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화 연구는 작동유체(물, 프레온 계열) 및 시험관(사각관, 환상관)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가시화를 위해 여러 형태로 수행될 수 있으며, 가열

면 재질(SS304, 사파이어, 금속코팅유리 등)에 따라서 독특한 형태로 수행

되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이밖에도 일반적인 사진기들을 이용한 촬  기술

이 아닌 중성자 라디오그래피나 핵자기 공명장치를 이용한 촬  기술도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진 촬  기술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있

다. 

  현재까지의 가시화 기술 조사에 따르면, 유동 비등의 가시화 기술은 다

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고속의 기포를 순간적으로 캡쳐할 수 있는 초단 노출 

  ▶ 마이크로 스케일의 관찰을 위한 확대 장비 및 해상도

  ▶ 복잡한 비등 현상의 촬  기술 및 이미지 처리

  ▶ 연속적 현상의 관찰을 위한 고속의 프레임 처리 속도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장치로는 여러 장비를 복합적으로 이용

해야하는데, 주로 고속카메라, 스틸 카메라, 스틸 디지털 카메라, CCD 카

메라 등을 통한 이미지 획득과 고속 플래쉬, 레이저 및 전자 셔터 등을 이

용한 노출 조정, 레이저 sheet 등을 이용한 단순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2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가시화 실험장치 

  미포화 유동 핵비등 실험은 작동유체로서 물을 이용하 다. 시험 루프의 

개괄적 특징은 Fig. B.3.1에서 보여진다. 이러한 실험 루프는 사각 시험관, 

원심펌프, 터빈 유량계, 예열기, 응축기, 저장 탱크, 액체 수조 등과 같은 

성분들로 이루어진다. 유동 가시화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광량 조건을 

최적하해 설계한 시험관을 사용하 다. 그 기본적 구조와 특징들이 Fig. 

B.3.2에서 보여진다. 시험관은 수직으로 사각 채널이며, 두 개의 컴포넌트

로 구성된다. 채널 몸체와 가열판을 포함하는 인서터로 구성된다. 몸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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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졌으며, 앞과 양측면 부분에 가시화를 위한 

Polycarbonate 창으로 이루어진 8*5 유동 채널로 이루어진다. Inserter는 

가열 표면이자 열원으로 Stainless Steel 304 히터 판(크기 4 mm (폭)*100 

mm (길이)*1.9 mm (두께))과 그 절연체인 Bakelite로 이루어진다. 히터 

판은 양끝에 연결된 구리 전극을 통해 흐르는 전류에 의해 가열된다. 전력

은 64KW(32 V, 2000 A)의 최대 출력의 정류기에 의해 직류 전류로서 공

급되었다. Bakelite 절연체는 배경 공기에 단지 무시할 만한 열 손실을 허

용하면서 충분한 절연체임을 확신한다. 

  K형 열전대 2개가 비등곡선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입구로부터 1 mm, 

9mm 지점에, 가열표면 속 깊이 0.4 mm지점에 위치한다. 온도 보정은 

Heat Diffusion식에 의해 얻어진 보정 방정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T s=T(x)-
φt
2k
(1-

x 2

t
2 ) (B.3.1)

이러한 적용방법 및 열전대의 삽입은 Fig. B.3.3에서 보여진다.

제 2 절 가시화 기술(Visualization Technique) 적용 방법

  유동 채널의 가시화에 있어서, 상의 저장, 노출 시간의 조절, 고 배율 

확대의 세 가지가 가시화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험과정에서의 저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시도되었다. 디지털 방법으로서 Nikon D1 디지털 카메라

는 기존 Nikon F5 바디를 사용하여 1/500초 플래쉬 동조 속도 및 아날로

그 필름 대신에 2백 74만 픽셀의 CCD와 플래쉬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으

며 렌즈의 교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의 이용은 아날로그 카

메라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경우보다 필름 현상 과정이 없고 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광량 및 주위 조건의 향을 빠른 시간에 최적의 조

건으로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의 저장과 별도로, 고속기포와 난잡한 비등 상태의 분명한 정지 

상을 얻기 위해서는 빛의 발광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셔터가 열려져 있는 동안(카메라 B-shutter) 1/8700초의 고속 Flash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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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채널로 방출되었다. 광원으로 두 대의 Nikon Speedlight SB-28를 

single flash 및 동조기를 이용한 duble flash 방식으로 사용하 다. 연속사

진은 0.22초의 시간 간격에서 취해진다.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긴 노출 

시간에서 취해진 사진을 통한 조사가 유동 기포와 성장하는 기포들을 구

분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Fig. B.3.4는 이러한 사진 촬  장비들을 보여

준다. 

  유동 채널 현상의 고배율 확대를 위해서, Nikon 105 mm Macro lens와 

14, 21, 31 mm 3개의 접사링이 사용되었다. 초점 조절시 보조광원으로서 

할로겐 램프 2000 W와 300 W가 사용되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포의 

정지 상 획득 후, 이미지 처리를 통한 이미지의 밝기, 대조의 개선이 수

행되었다. 기포 및 유동 층의 치수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상용 이미지 처

리 소프트웨어 Image pro 4.1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작업에서 가시화 연구

는 지금까지 단일 기포가 아닌 기포 층의 전체 거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것은 유동 구조의 전체적 현상이 유동 비등 관점에 있어서 더 중

요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유동 핵비등 역의 가시화 실험 결과

1. 유동 핵비등 가시화 개관

  가열벽면 지역의 가시화 결과 수십 마이크로미터 범위까지 유동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정면과 측면 관찰을 동시에 시도하 으나 양

방향에 대한 광량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낮은 해상도의 상

을 획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해상도 높은 상을 얻기 위해 정면 

가시화가 먼저 시도되었고, 이후 동일 실험 조건에서 측면 가시화를 수행

하 다.

  이러한 작업에 의해 얻어진 상들은 동일 실험조건, 즉 같은 질량유속, 

열유속, 미포화도 조건에서조차 빛 투시 방향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갖는다.

  

2. 비등 곡선(Boiling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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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관찰되는 비등 현상의 일반화 및 주요 기포 거동 현상과 

가열 표면 온도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비등곡선을 획득하 으며, Fig. 

B.3.5에서 보여진다. 열유속은 공급된 전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측정되었

으며, 가열 표면 온도는 표면으로부터 가열면 내부로 0.4 mm 거리에서 측

정된 온도를 보정 방정식 (B.3.1)에 적용하여 계산하 다.

 이러한 비등곡선은 전형적인 열전달 방정식과 비교되었다. 

단상 대류 역 :  McAdams equation(1949)

h l=0.023
k f
Dh (

GDh
μ f )

0.8

(
Cp, fDh
k f )

0.4

(B.3.2)

완전 발달 핵비등 역 : Thom 등의 상관식(1965)

ΔTsat=22.65 φ
0.5e- p/87 (B.3.3)

의 상관식과 비교된다. 그러한 결과 원형관에 대한 상관식들의 예측값이 

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측정된 비

등곡선은 계산된 표면온도에 있어 일부 오차가 존재할지라도 가시화된 현

상들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질량 유속의 증가시 단상 열전달 

역에서의 열전달율이 증가하는 경향과 이상 유동 역에서의 질량 유속

의 향이 사라지는 경향이 잘 일치되었다. 기포의 응집에 기인한 뚜렷한 

표면 온도에 대한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전체 기포 거동

  Fig. B.3.6은 다양한 열유속에 대해 가열 길이를 따라 기포층의 개발을 

보여준다. Fig. B.3.7은 질량유속 및 열유속에 따라 기포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들에 표시된 건도 조건은 출구 단면에 대한 열역학적 평형 건도를 나

타낸다. 이것은 다음의 식과 같이 질량유속, 입구 엔탈피와 가해진 열유속

에 의해 계산된다.

x=
h-hf
h fg

=
1
hfg (

Ahq

GAf
-Δh i) (B.3.4)

  저열유속의 경우, 각각의 핵생성지점(Nucleation Site)에서 수 마이크로

미터 크기를 갖는 반구형태의 작은 기포들이 성장과 소멸을 보인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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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들은 때때로 가열벽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응집되어 각 기포의 수배크

기를 갖는 다소 큰 기포를 형성하기도 한다. 열유속이 40% CHF 값 이후

부터는 인접한 핵생성지점들은 더욱 활성화되고 그결과 기포들은 근접하

여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로 가열면위에는 각 생성 기포

들이 응집된 큰기포들이 나타나게 된다.

 기포의 응집은 다음의 두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a) 2-3개의 이웃하는 핵생성 지점들에서 발생한 기포들의 합체

(Merging) 

(b) 다수의 핵생성 지점들에서 발생한 기포들과 상대적으로 더 큰 유

동 기포(Flowing Bubble)들의 합체.

열유속과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생성 지점 수와 증기 덩어리들의 크기

는 더욱 증가한다. 반면에 질량유속 증가에 의해서는 기포들의 크기는 줄

어든다. 이러한 질량유속 향은 유동 유체에 의한 항력(Drag Force) 증

가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핵비등 현상의 주요관심사인 유동구조 및 임계열유속의 물리적 메카니

즘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앞서, 결과 상들에 대해 노출시간(Exposure 

Time)의 향을 다룰 필요가 있다. Fig. B.3.8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1/8700 초와 1/830 초의 두 노출시간으로 얻어진 상들을 보여준다. 긴 

노출 시간으로 얻어진 상은 가열면 전체를 기포들이 덮은 것처럼 연속

적인 기포 층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현상을 제공한다. 반면에 더 짧은 노출 

시간에서 얻어진 상은 기포들이 각기 개별적이며 일부 응집된 기포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포 거동의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히 짧은 노출 시간의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

4. 임계열유속(CHF) 조건 근처에서의 기포 거동

  Fig. B.3.9 (a)와 (b)는 질량유속 1500 kg/m2s에서 임계열유속 발생 전후

의 유동 구조(Flow Structure)를 보여준다. CHF의 측정은 출구가까이 가

열면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통해 이루어지며, 동시에 적색으로 달구어진 

부분이 관찰되었다. 실험 종료후 검게 그을린 손상된 가열부가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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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B.3.9 (a)는 고열유속 조건(6.3 MW/m2, 98.4 % CHF)에 대해 

0.22초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취해진 사진을 보여준다. 폭 약 

4 mm, 길이 약 15 mm의 크기를 갖는 큰 증기 덩어리(Large vapor clots)

들이 출구 가까이에서 나타난다. 연속적인 사진들 사이 시간 간격은 증기 

덩어리들이 그 역을 지나가기 충분히 긴 시간이다. 이 시간 간격에 대해 

증기 덩어리들은 보통 100 mm 이상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므로 이 그림에 상부지역 현상들은 하나의 증기 덩어리의 성장과 이탈 과

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대신에, 임의의 시간에서 순간적인 

유동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부지역에는 때때로 큰 파형태

(Wavy)의 증기 덩어리가 나타나거나 작은 혹은 응집된 기포들이 나타난

다. 이러한 현상은 큰 증기 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가열면 상부지역으로부

터 성장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Fig. B.3.9 (b)는 6.4 MW/m
2에서 CHF 발생 직후의 유동 구조를 보여준

다. DNB 발생 지역은 건조(Dryout)되며 건조된(Dried) 지역은 시간에 따

라 확장된다. 같은 시간에, 큰 증기 덩어리들에 의해 차지된 지역은 상부

와 하부로 이동하는데, 이 현상은 임계열유속 발생지점에서 열전달률이 급

격히 떨어져 주변지역으로 축방향 열전달(전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지점의 가열면은 급격한 온도 상승에 기인하여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CHF가 출구가까이 큰 증기 덩어리들의 주기적 생

성과정동안 발생하는 것을 볼 때, CHF 발생 전 큰 증기 기포 아래 하나

의 액체 미세층(Liquid Sublayer)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임계열유속 현상이 증기 덩어리 아래 액체 미

세층의 건조(dryout)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유동 구조의 확인

  이 연구에서 얻은 현상 사진은 유동 기포 역 아래 액체 미세 층 또는 

과열 액체 층(Superheated Liquid Layer)의 존재의 직접적인 증거로서 고

려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포화 유동 핵 비등 구조는 액체 중심 층

(Liquid core) 역과 가열 벽면 근처의 기포 층(Bubble Layer)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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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 비록 기포 층에 대한 상세화 된 정보를 얻지 못해왔지만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지돼왔다. 그 층에 대한 상세화 된 구조로서 

일부 연구가들은 기포 층과 가열면 사이 액체 미세층 또는 과열 액체 층

의 존재를 제안하 다. 이것은 유동 핵 비등 구조가 과열 액체 층

(Superheated Liquid Layer), 유동 기포층(Flowing Bubble Layer)과 액체 

중심 층(Liquid Core)의 3개 층(Three Layer)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연구자들 중에 Larson and Tong(1969)은 3개 층 구조를 

가정하여 미포화 유동 비등에서 기공률 분포에 대한 해석적 모델을 개발

하 고, Lee and Mudawwar(1988)는 큰 증기 덩어리 아래 액체 미세 층

을 가정하여 역학적 CHF 모델을 개발하 다. 

  최근에, Chun 등(2000)은 역시 과열 액체 층 고갈(the Depletion of the 

Superheated Liquid Layer)의 개념을 토대로 CHF 모델을 제안하 다. 그

러나, 이 액체 층의 존재 또는 특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적 결과는 

거의 없었다. 

  Fig. B.3.10은 큰 응집된 기포들 아래 액체 미세 층(Liquid Sublayer)의 

존재를 보여준다. Fig. B.3.10 (a)의 측면 사진에서 응집된 기포들아래 얇

은 층은 Lee and Mudawwar(1988), Katto(1990), Celata(1996) 등의 많은 

CHF 모델에서 가정된 액체 미세층(Liquid Sublayer)로서 고려된다. Fig. 

B.3.10 (b)는 측광에 의해 얻어진 정면 가시화 결과를 보여준다. 한 기포 

뒤 밝게 보이는 지역은 응집된 기포보다 빛을 덜 반사하는 액체 미세 층

의 존재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유동 구조와 관련된 더많은 중요한 사진들이 의도적으로 2.07 msec의 

긴 노출 시간을 주어 촬 되었다. Fig. B.3.11은 이 결과를 보여주며, 질량

유속 500 과 2000 kg/m2s 조건에서 얻었다. 질량유속 500과 2000 kg/m
2
s

는 단상 액체 속도 0.52 와 2.08 m/s 에 각각 근사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 정확한 속도는 기포의 이동궤적이 직선이 아닌 경우의 

오차를 고려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상의 액체 중심 층 역에 얇

고 밝은 선들이 이러한 작은 유동 기포들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액체 중

심 층 역의 궤적 선들이 거의 같은 길이와 동일한 축 방향을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작은 기포들의 대부분이 동일한 축방향으로 유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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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궤적선 길이와 노출시간으로부터 추정된 최대 속도는 

질량유속 500 kg/m2s의 경우 약 0.69 m/s이며 2000 kg/m2s의 경우는 약 

2.4 m/s이다. 그러한 궤적선의 방향은 가열면 가까이에서는 달라진다. 즉 

이 방향들은 기포들이 가열면으로부터 이탈하여 액체 중심층으로 이동하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더 큰 기포들은 가열면을 따라 액체 중심 층의 작

은 기포들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 여기서, 가열면으로부터 큰 

기포들의 이탈이 뚜렷하게 보여진다.

  Fig. B.3.11은 가열면 가까이에 파형태의 선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들

은 핵생성지점에서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정지(Stationary)해 있는 작은 기

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파형선은 주어진 노출 

시간동안 벽면에 붙어있는 작은 기포들의 윤곽의 축적된 상일 것이다. 

Fig. B.3.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8700 sec의 노출 시간에 대해 얻어진 

상에서 단지 작은 개별적인 기포들만이 관찰된 것을 상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열 표면 근처에서, 한 순간에 액체가 차지하는 체적은 다소의 중간 열

유속에 대해 기체가 차지하는 체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형선은 벽면에 붙어있는 작은 기포들을 포함하는 과열 액체 층

(Superheated Liquid Layer)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층의 두께는 공간해

상도를 고려할 때 약 0.1 mm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가시화된 현상들은 저압조건에서 미포화 유동 핵

비등의 3개 층(Three Layer)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이다.

(a) 가열벽면에 붙어있는 매우 작은 기포들을 포함하는 과열 액체 층

(Superheated Liquid Layer)

(b) 증기 덩어리와 작은 기포들을 포함하는 유동 기포 층(Flowing 

Bubble Layer), 이 층에서 응집이 발생한다.

(c) 유동 기포 층 위 액체 중심 층(Liquid Core Layer)

제 4 절 상 처리를 이용한 기포 변수들의 정량화 

1. 이미지 처리 기술(Image Process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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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상 그 

자체를 이용 정성적인 현상 분석이 있으며, 두 번째는 상 내에 중요한 

개체(기포)에 대한 구분 및 정량적인 분석이 있다. 이러한 정량 분석을 통

해 유동 조건에 따른 실험 상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 내 개체 

구분 및 크기 정량화에 대한 이미지 처리를 적용하 으며, 얻어진 상의 

3차원 화를 휘도(Luminance) 차를 이용한 이미지 처리 기술을 통해 적용

하 다. 이 때 사용된 상 처리 소프트웨워는 상용으로 Image Pro 4.1이

다.

2. 개체의 구분 및 크기 정량화

가. 기포 크기 측정

(Best-fit으로 기포 윤곽 선택 후 기포 반경 측정) 

  기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상처리기법 중 에지검출/강조

(Edge Detection/Enhancement) 기법과 형상(Shape) 측정 기법이 이용된

다. 기포들의 윤곽선과 크기가 Fig. B.3.12에서와 같이 얻어지게 된다.

나. 개체 구분 (기포의 윤곽선을 따라 기포구분 및 개체 수 측정)

  개체 구분은 윤곽선 검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또한 개체 수의 측

정은 물체(기포)의 화소가 갖는 밝기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즉, 기포들의 

평균 화소값 범위) 화소 밝기 값들을 갖는 개체의 수를 측정하게 된다. 이

러한 방법으로 Fig. B.3.13에서처럼 기포 수를 측정하 다. 

3. 휘도(Luminance)차이를 이용한 3차원화

  일반적으로 기포에 대한 정보를 실제적인 3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실제적인 3차원

화를 위해서는 여러 각도 및 알려진 거리에서의 기포들에 대한 동시적인 

촬 이 필요하다. 이러한 촬 을 통한 거리 및 각도 계산을 통해 기포 

상은 3차원적으로 재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조건에서는 현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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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화소들의 밝기 정도에 가중치를 두어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하는 방

식을 시도하 다. Fig. B.3.14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는 

기포들의 공간상 분포에 대한 정보를 보다 민감하게 전달할 수 있다.

제 5 절 유동 변수에 따른 기포 직경 모델 개발 및 평가

1. 기포 직경 모델

  유동 핵비등에서 기포 직경 크기는 유동 핵비등 구조 및 물리적 기포 

거동 메카니즘 이해를 위한 특성 해석에 필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NB 이론 상관식에서 기포 이탈 직경은 액체 층의 두께 결정

에 중요한 변수로서 사용되며, 기포의 속도는 액체공급과 관련된 변수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포 직경의 크기는 실험적으로 가시화 연구를 통해서 

나온 상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론적으로 관련 물리적 

힘들의 균형을 토대로 결정돼 왔다.

 가. 수조 비등 기포 이탈

  Fritz(1935)는 부력과 표면장력의 평형식으로부터 기포의 이탈직경을 유

도하 다.

Dd=Cdβ[ 2σ
g(ρ f-ρ g) ]

1/2

 (B.3.5)

여기서 Cd는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며, β는 접촉각이다. Cd는 물속의 

수증기나 수소기포의 경우 0.0148로 밝혀졌다. 만약 표면장력이 지배적이

면 이탈기포는 구형이 되고 액체의 관성력이 클 경우엔 반구형 그리고 두 

힘이 같이 중요할 때 기포는 편구형으로 된다. 

  각 핵생성지점은 일정한 빈도로 기포를 발생하며, 그 이탈빈도는 핵생성

지점의 표면 특성에 따라 다르다. Jakob(1958)은 기포의 이탈빈도와 직경

의 곱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 으며, Zuber(1963)은 다음의 식을 유

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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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d=1.18 [
t gr

t gr+twa ][
σg(ρ f-ρ g)

ρ
2
f ]

1/4

≅0.59[
σg(ρ f-ρ g)

ρ
2
f ]

1/4

(B.3.6)

일반적으로 기포 이탈 직경은 대기압 물의 경우 1-2.5 mm로,  기포 이탈 

주기는 20-40 s-1로 알려져 있다. 

나. 유동 비등 기포 이탈

  유동 비등의 경우는 기포 이탈 직경이 기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서 중요 시 된다. Levy(1967)는 기포가 이탈하는 지점에서 기포의 이

탈을 결정하는 요소를 고려하 다. 기포를 가열면상에 머무르게 하려는 표

면장력과 관성력, 그리고 기포를 이탈시키고자 하는 부력과 마찰항력이 있

다. 기포이탈지점에서 관성력이 무시될 수 있을 때 힘의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Bg(ρ f-ρ g)r
3
B+CF

τW
De
r 3B-CsrBσ=0 (B.3.7)

2. 기포 직경에 대한 시스템 변수의 향

  기포 직경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 지배 힘의 균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응용에서 이러한 힘들의 정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시스템 변수(열유속, 압력, 질량유속, 미포화도)들은 이러한 힘들의 

복합적인 표현이면서, 실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변수들로써 기포 직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Tong(1966) 등은 프레온 113에 대한 가시화 실험을 통해 사진상의 최대 

기포 직경과 시스템 변수들과의 상관식을 얻었다. 

  

Db=
0.0668q

0.310

P 0.059G 0.333( ΔT s)
0.11
 (ENG Unit) (B.3.8)

3. 기포 직경 상관식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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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기포직경은 육안 관찰을 통해 측정되어왔으나 디지털 상 처리 

기법으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상처리를 

이용한 기포 상의 정량화를 통해 얻은 기포 직경 데이터와 기존의 실험 

결과에서 알려진 데이터들(총 52개)을 토대로 기포 직경과 시스템 변수들

(열유속(q), 압력(P), 질량유속(G), 미포화도( ΔTs))과의 상관식을 얻었다. 

수치적으로 최소자승법(least-square method)를 이용하 으며, 상관식은 

Tong(1966)의 상관식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Db=e q
a
P
b
G
c
(Δ Ts )

d (B.3.9)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Db=
1.07q

0.112

P 0.424G 0.00638( ΔT s)
0.408

(B.3.10)

이러한 상관식의 평가는 Fig. B.3.15에서 보여진다. 실험 자료 총 52개의 

기포 직경 데이터를 사용하 다. 상관식은 그래프 상에서 보이듯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포 직경에 대한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mm 단위의 기포 직경 측정시에 나타나는 

오차 등의 원인(측정 신뢰성)으로 인해 약 15%의 평균 오차와 약 50 %의 

RMS 오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변수에 대한 

기포 직경 상관식은 물의 경우에 처음으로 시도 된 것으로 앞으로 더 많

은 자료를 획득하거나, 예측 상관식의 형태를 개선한다면 예측 성능을 크

게 개선할 수 있을 토대가 될 것이다. 

제 3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유동 핵비등 가시화 기술 확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용화 된 가시화 장비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장 최적의 장비로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가 현재 사진 

기술로 가정 뛰어나고 가시화 결과를 실험 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

문가용 디지털 카메라를 선정하 다. 또한 유동 핵비등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 시 최적 가시화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시험관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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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험 방법을 시행 착오를 통해 확보하 다. 

 

제 2 절 기포의 성장 및 거동 관찰 결과 분석 및 규명

  본 연구는 이러한 가시화 기술을 바탕으로, 유동 핵비등 구조의 확인을 

통해 유동 핵비등 및 임계 열유속 현상의 물리적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동 핵비등 역의 가시화 실험을 통하여 기존

의 국내외 가시화 실험 보다 더 명확하게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하 다. 

이러한 가시화 결과물들을 통해 기포의 성장과정에서 기존의 많은 이론적 

설명들과 실험적 결과들이 상당 부분이 잘 일치 한다는 것을 확인하 으

며, 임계 열유속의 물리적 메카니즘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동 구

조가 기포 층(Bubble Layer) 및 액체 중심 층(Liquid Core)으로 알려진데 

반해, 새로이 기포 층이 액체 미세층(Liquid Sublayer)과 유동 기포 층

(Flowing Bubble Layer)으로 나뉘어 진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제 3 절 디지털 상 처리를 통한 기포 직경 상관식 개발

  디지털 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기포 직경 및 관련 자료 생산의 근

거를 보다 명확히 했으며, 과거의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유용한 시스템 

변수 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포 직경 상관식을 개발하 다.

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가장 널리 열수력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는 유동 핵비등 열

전달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이를 통해 열전달 증진 장치 

및 메카니즘 개발을 이루는 것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 열전달 증진 장치는 벽면 액체 미세층의 유지 및 확대를 이룰 수 있

어야 한다.

- 열전달 증진 장치는 유동 기포층의 기포 응집 현상을 막아 이로 인

한 액체 미세층으로 파급 효과를 막아야 한다.



- 820 -

- 기포 관련 변수 측정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각 시스템 

변수들의 향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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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3.3. 표면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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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3.4 가시화 시스템



- 823 -

Fig. B.3.5 비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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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정면 관찰 (width :  4 mm) 

0.62,  1.63,  2.45, 2.8,  3.0 MW/m2

Xe = -0.0879, -0.079, -0.0717, 

-0.0686, -0.0668

(b)

측면 관찰 (width :  5  mm)

1.62, 2.45, 2.8,  3.3 MW/m2

Xe = -0.0791, -0.0717, 

-0.0686, -0.0641

(c)

정면 관찰 (width :  4  mm)

2.3 (27.4 %CHF), 3.6 (42.9 %),

4.8 (57.1 %), 5.8 (69%), 

6.1 (72.6 %) MW/m2

Xe = -0.0884, -0.0855, -0.0828,

 -0.0806, -0.0799

(d)

측면 관찰 (width :  5 mm)

1.216 (14.5 %), 3.6 (42.9 %), 4.8(57.1 %),

 5.8(69 %), 6.0 (71.4 %) MW/m2

Xe = -0.0908, -0.0855, -0.0828,

 -0.0806, -0.0801

Fig. B.3.6 열유속에 따른 가열길이 전체 기포 거동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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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량유속 500 kg/m2s

Area 49 mm2

0.334, 0.570, 1.13,  1.7,  

2.45, 3.3 MW/m2

 Xe = -0.0905, -0.0884, -0.0834, -0.0784, 

-0.0717, -0.0641

(d) 질량유속 500 kg/m2s

Area 59 mm2

0.333, 0.570, 1.154, 1.71,  2.4, 3.1 MW/m2

Xe = -0.0905, -0.0884, -0.0832, -0.0783, 

-0.0721, -0.0659

(b) 질량유속 1500 kg/m2s

Area 49 mm2

1.45 (22.7% CHF), 2.8 (43.8%), 4.5 (70.3%)

5.1 (79.7 %), 5.8 (90.6%),

 6.3 (98.4%) MW/m2

Xe = -0.0892, -0.0852, 

-0.0801, -0.0784, -0.0763, -0.0748

(e) 질량유속 1500 kg/m2s

Area 59 mm2

2.0 (31% CHF), 3.2 (50%), 4.0 (63%),

5.0 (78%), 5.6 (88%), 5.9 (92%) MW/m2

Xe = -0.0876, -0.0840, -0.0816, -0.0787, 

-0.0769, -0.0760

(c) 질량유속 2000 kg/m2s

Area 49 mm2

1.77 (21.1 % CHF), 2.4 (28.6 %), 

3.23 (38.5 %),4.8 (57.1 %), 

5.8 (69 %), 7.0 (83.3 %) MW/m2

Xe = -0.0895, -0.0881, 

-0.0863, -0.0828, -0.0806, -0.0779

(f) 질량유속 2000 kg/m2s

Area 59 mm2

3.26 (38.8 % CHF), 3.67(43.7 %), 4.0 

(47.6 %),4.3 (51.2 %), 4.8 (57.1 %), 5.8 

(69 %) MW/m2

Xe = -0.0862, -0.00853, -0.0846, -0.0839, 

-0.0828, -0.0806

Fig. B.3.7 열유속에 따른 정면, 측면 가열 끝 부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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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 관찰 (width :  4 mm)

질량유속 2000 kg/m2s

6.1 MW/m2 (72.6 % CHF), Xe= -0.0799

1/8700, 1/830 sec

(b)

측면 관찰 (width :  5  mm)

질량유속 2000 kg/m2s

5.2 MW/m2 (61.9 % CHF), Xe= -0.0819

1/8700 sec, 2.07 msec(1/500 shutter)

Fig. B.3.8 동일 조건에서 노출 시간에 따른 이미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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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질량유속 1500 kg/m
2
s

6.3(98.4) 6.3(98.4) 6.4(100) 6.4(100) 6.4(100), 6.3(98.4) MW/m
2

Xe=-0.0748, -0.0745

(b) 질량유속 1500 kg/m
2
s

6.4(CHF) MW/m
2

Xe= -0.0745

Fig. B.3.9  DNB에 전후의 기포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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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면 관찰 (width :  5 mm)

질량유속 2000 kg/m2s

4.0 MW/m2 (47.6 % CHF)

 Xe= -0.0846

Partially magnified photo on the right

(b)

측면 관찰 (width :  2  mm)

질량유속 2000 kg/m2s

5.8 (69 % CHF), 7.0 (83.3 %) MW/m2 

Xe= -0.0806, -0.0779

Fig. B.3.10 액체 미세층의 존재



- 829 -

(a)측면 관찰 (width :  5 mm)

질량유속 500 kg/m2s

2.07 msec.(1/500 shutter speed)

2.0 MW/m2

Xe= -0.0757

(b)측면 관찰 (width :  5 mm)

잘령유속 2000 kg/m2s

2.07 msec.(1/500 shutter speed)

 3.0 MW/m2 (36 % CHF)

Xe= -0.0868

Fig. B.3.11 Three-Layer 유동 핵비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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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정면)

Mean :  218.750   STD :  112.2110

Radius (측면)

Mean :  485.9375 STD :  157.5493

    

Fig. B.3.12 기포 반경 측정

       

Fig. B.3.13 개체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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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3.14 밝기의 강약에 따라 3차원화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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