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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MART 원자로의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의 임계유동의 수력학적 현상을 모의

할 수 있는 비응축성가스 이상유동임계유량 실험장치를 원자력연구소의 엔지니어링

동에 제작 설치하 다. SMART 원자로의 가상적인 냉각재 상실사고의 예상 임계 

유량을 기초하여 실험장치의 규모는 파단 배관의 최대 직경 20 mm, 최대 정체압력 

12 MPa, 과냉도 0 - 60 C 및 비응축가스 주입 유량 0.5 kg/s 로 개념 설계를 마

친 후 실험장치의 계통의 구성과 기기의 주요 사양을 결정하는 기본설계를 진행하

다.  실험장치의 구조를 보면 고온고압의 냉각수가 들어있는 압력용기의 하단 부

에 test section, 방출 밸브 및 방출 수조가 차례로 수직으로 설치된다. 방출밸브가 

열리면 고온고압의 냉각수는 test section에서 이상유동 임계유량을 형성한 후에 방

출 수조로 배출된다.  또한 냉각수가 들어있는 압력용기는 고압의 질소가스 용기에 

연결되며, 두 용기 사이의 배관에 설치된 압력제어밸브에 의해서 압력용기 내의 압

력은 제어된다. 또 다른 질소가스 용기는 test section 상부 배관에 연결되어서 원하

는 량의 질소를 실험대에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실험장치의 운전은 제어실

내에 설치된 제어반에서 조작할 수 있고 실험자료는 자료처리계통에서 실험 data를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고압의 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본 실험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일반 질소가스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한국가스안전공

사로부터 설계 검토, 중간검사 와 최종 완성 검사 통과하여 사용승인 및 인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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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two-phase critical test loop facility has been constructed in the KAERI 

engineering laboratory for the simulation of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entrained with non-condensible gas of SMART. The test facility can operate at 

12 MPa of pressure and 0 to 60 C of sub-cooling with 0.5 kg/s of non- 

condensible gas injection into break flow, and simulate up to 20 mm of pipe 

break. Major components of the test facility were arranged such that the 

pressure vessel containing coolant, a test section simulating pipe break and a 

suppression tank were installed vertically with inter-connected pipings. As quick 

opening valve opens, high pressure/temperature coolant flows through the test 

section forming critical two-phase flow into the suppression tank. The pressure 

vessel was connected to two high pressure N2 gas tanks through a control 

valve to control pressure in the pressure vessel. Another N2 gas tank was also 

connected to the test section for the non-condensible gas injection. The test 

facility operation was performed on computers supported with PLC systems 

installed in the control room, and test data such as temperature, break flow rate, 

pressure drop across test section, gas injection flow rate were all together 

gathered in the data acquisition system for further data analysis. This test 

facility was classified as a safety related high pressure gas facility in law. Thus 

the test facility design documentation was reviewed, and the test facility was 

also inspected during it's construction by the regulatory body. The regulatory 

body issued permission for the operation of the test facility after final 

construction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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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실험장치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전기 생산과 해수 담수화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형의 

일체형 원자로인 SMART를 개발하고 있다.  SMART원자로는 가압경수형 원자로

와는 달리 일차계통인 압력을 제어하는 자기가압기와 증기발생기 및 주냉각재 펌프

가 원자로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로 일차계통의 주요 기기들 사이

에 연결되는 대형 배관이 제거됨으로서 대형 냉각재상실사고를 근원적으로 제거된 

안전성이 향상된 원자로이다. 

SMART 원자로의 자기가압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상부에 설치되며, 질소 가스와 

물로 채워진 중앙공동과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중간 공동 그리고 주냉각재 펌

프 출구와 증기발생기 입구 사이의 역에 연결되어 있는 외각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가압기의 중앙공동에는 질소 가스 실린더로 연결된 직경 20 mm의 배관

이 있으며 외곽공동에는 직경 20 mm의 충수계통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자기가압

기에 연결된 배관이 파단되는 가상적인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시에는 자기가압기 중

앙공동에 있는 비응축성 질소 가스가 물/증기 혼합체와 섞여서 파단된 배관을 통해

서 임계유량을 형성하면서 외부로 방출되며, 이는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의 사고 경

과와 결과에 지대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할 경우에 

이상유동 임계유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SMART원자로의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안전해석 인허가에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러므로 원자로의 상세 설계

에 앞서서 SMART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고온 고압에서 

발생하는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실험을 통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

었다.

원자력연구소 열수력 실험분야에서는 SMART 원자로의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안전해석에 필요한 비응축성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로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의 임계유동의 수력학적 현상을 모의할 수 있

는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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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치의 특징

     실험장치 (비응축성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실험장치: Non-condensible gas 

two-phase critical flow test facility) 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설계를 진행하

고 있는 SMART 원자로에서 가상 사고인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의 열수력학적 

현상과 유동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임계유량 실험장치 설계에 앞서서 본 실험장치에서 생산되는 실험자료를 사용하

게 되는 부서인 안전해석팀으로 부터의 요구 사항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실험장

치의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실험 요구 부서에서 작성된 실험요건서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파단 배관 크기: 최대 직경 20 mm

정체 압력: 최대 12 MPa

입구 과냉도: 0 - 60 C

비응축가스 유량: 0 - 0.5 kg/s

실험장치의 크기와 용량 위에서 제시된 실험요건을 만족하는 규모로 산정되었다. 

최대 실험조건에서 요구되는 방출 냉각재의 적정 부피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순수 유체의 이상유동 임계유량 모델을 사용하 다. 즉, 파단 배관의 직경

을 최대 20 mm 이고, 압력 12 MPa 과 과냉도 60 C 의 정상상태에서 임계유량의 

지속시간을 최대 30 초로 가정하여 압력용기의 용량을 설계하 다. 따라서 압력용

기는 내부체적이 1300 liter로 정해졌으며, 압력용기의 형태는 가늘고 긴 실린더형으

로 제작하여 용기내의 수위측정 값을 통하여 임계유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 다.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의 배관 파단 부위를 모의하는 Test section은 압력용기의 

하단 플렌지의 아래쪽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며, 설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

양한 길이의 test section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Test section의 상단에

는 압력손실이 매우 적은 Probar type의 유량계를 설치하 고, 실험시 발생하는 압

력 및 온도분포 자료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측정점을 시험대의 길이 방향으로 

배치하 다. 

압력용기 내의 유체를 실험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가열방식은 압력용기의 외부에 

전기 가열기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하여 고온의 물을 강제적으로 압력용기 내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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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 다. 압력용기 내로 공급되는 고온의 물은 용기의 아래쪽

에 주입함으로서 대류에 의해서 압력용기 높이에 따른 온도 구배를 줄일 수 있고, 

전기가열기를 용기 내부에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용기 내에 있는 실험 용수를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임계유량 실험시 압력용기내의 압력 제어 방식은 

질소가스를 압력용기에 주입 량을 조절하여 결과적으로 이 질소 가스 압력이 원하

는 실험압력이 되도록 하는 제어 방식을 채택하 다. 즉, 실험대에서 외부로 배출되

는 임계유량은 실험조건과 파단 부위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압력용기내

의 압력 신호에 따라서 압력용기 내로 주입되는 질소의 량을 제어함으로서 원하는 

압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수가 있는 압력용기를 실험압력으로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하여 3,600 liter 규모의 고압질소 봄베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하여 압

력용기에 연결하 다. 또한 임계유량 실험시 질소를 실험대 입구에 주입하기 위하

여 1,400 liter 규모의 고압질소 실린더를 별도로 설치하 고, 질소의 주입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질소 가열용 전기가열기를 주입 배관에 설치하 다.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 장치에서 질소가스 Tank Lorry로부터 질소

가스를 공급받아 Gas Booster를 이용하여 질소가스공급탱크에 가압 충전시키는 실

험 설비는 일반 질소가스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 6항 또는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고 

실험장치 제작 전 사전검사를 비롯하여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

시험 또는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등에서 중간검사 및 설비 시

공 완료시 완성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각각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실험장치에 설치된 모든 계측기 신호는 PLC 제어시스템으로 입력되고, 운전원 

화면에 표시토록 하 다. 주요 신호는 PLC의 아날로그 출력모듈을 통해 대형정보

화면에 표시되며, 운전원이 실험장치의 운전 상태 전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실험 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계측기는 데이터 취득시스템

(DAS)으로 입력되어 측정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 다. 데이터 취득

시스템에 입력되는 계측기는 대부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신호분리기를 통해 

DAS 및 PLC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어계통은 운전원 작업공간인 제어실, 

제어장치 및 제어로직, 운전원 연계화면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위해 운전원이 수행

하는 모든 제반운전행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실험장치

에 사용되는 전원은 엔지니어링동에 있는 주 전원 패널의 440V 3상 전원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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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전원을 실험 장치내에 있는 전원 패널에서 분배하여 관련 기기에 적용하도

록 하 다.

아울러, 실험장치 시험대 내부에서 형성된 이상유동의 기포율은 임계유량의 해석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나, 상용의 측정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험대 내부의 기포율에 따라서 시험대를 투과하는 감마선의 강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감마선 도계를 설계 제작하 다.

제3절 수행 방법

     본 실험장치의 설계는 실험의 목적과 실험장치에서 생산할 실험 자료의 범

위 등이 기술된 실험요건서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 다. 실험요건서에 부합되는 실

험장치의 설계를 위해 먼저 실험장치의 규모를 산정한 후에 실험장치의 성능과 실

험장치의 운전 개념, 실험자료의 측정 방법 등을 기술한 실험장치 개념설계 보고서

를 생산하 다. 다음 단계로서는 실험장치 기본설계보고서를 생산하 는데, 이 문건

에서는 실험장치의 각각의 계통을 구성하 고, 각각의 계통에 포함되어 있는 기기

들의 성능이 기술되어있다. 아울러 실험장치의 운전 및 제어방법에 관련된 제어계

통과 실험자료의 처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계통에 관련된 기본 사양도 기술하 다.

본 실험장치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국내 업체에 제작 설치 시운전 계약을 하여 

제작설치 시운전을 하 다. 실험장치 제작설치 입찰은 2단계 입찰방식을 채택하

고 1단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실험장치는 기계, 전자, 가스, 토목 등이 포함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실험장치이므로 제작설치 업무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 업체에 하도

급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장치를 제작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실험장치

의 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계통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을 수행하 다. 특히 이 실험장

치는 고압의 질소가스를 다량 사용함에 따라서 본 실험장치는 일반 질소가스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 6항 또는 제5조 제 3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았고 실험장치 제작 전 사전검사를 

비롯하여 중간검사 및 설비 시공 완료시 완성 검사를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

터 인허가를 취득하 다. 실험장치는 원자력연구소 엔지니어링동 내부에 4층 높이

의 구조물로 건설하 고 제어 시스템의 패널과 실험 데이터 처리계통의 컴퓨터 등

은 제어실에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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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계계통

제1절 개요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은 비응축가스를 포함한 고온고압의 냉

각재가 파단면을 모의하는 방출배관을 통하여 상온대기로 방출될 때 유량, 온도, 압

력 및 기포율 등을 측정하여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예측모델을 검증/개발

함으로써 일체형원자로(SMART)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실험자료를 생산하

는 실험이다.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온고압 냉각재를 실험조건으로 가두어 두는 압력용기와 파단배관을 모의하는 

test section을 포함한 냉각재 방출배관이다. 이들 핵심 component가 실험조건의 온

도, 압력에 도달하여 정확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열/가압 및 실험시 성능 

보장을 위한 주변 기계계통 및 기계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 실험장치의 기

계계통은 크게 주순환계통, 질소가스 공급계통, 냉각재 방출계통, 질소가스 충전계

통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순환계통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실험조건의 온도, 압

력으로 맞추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면서 가압, 가열하며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실험압력으로 가압하고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 실

험시 방출배관 test section 전단에 질소가스를 주입한다. 또한, 냉각재 방출계통은 

실험조건에 도달한 냉각재를 test section을 거쳐 대기 방출하면서 실험자료를 생산

하며 질소가스 충전계통은 임계유량 실험에 필요한 고압의 질소가스를 고압 충전 

및 저장한다. 이들 기계계통 및 장치들은 개념 및 기본설계를 거쳐 설계조건이 확

립되었는데 고온고압부(냉각재 순환계통)에는 353 ℃, 172 bar의 설계기준치를, 저

온고압부(N2가스 공급/충전계통)에는 45 ℃, 230 bar의 설계기준치를, 저온저압부

(방출수조)에는 150 ℃, 5 bar의 설계기준치를 적용하 다. 기계장치의 제작은 제작

업체가 결정된 후 상세설계에서 각 component의 설계기준치를 근거로 용량 및 강

도계산이 진행되었다. 상세설계는 업체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하 으며 기계계

통의 설계는 P&ID 도면(그림 2.1, 2.2 참조)으로, 기계장치의 설계는 각 component 

도면으로 작성되어 QA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작도면을 근거로 한 기계장치의 

제작이 진행되었으며 제작 중 주요 공정에서 성능검증을 위한 수압, 기 , 비파괴 

및 성능검사가 수행되었다. 제작된 기계장치들은 성적서와 함께 납품되었으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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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기계계통의 배관설치 작업은 설치구조물의 시공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각 계통의 기계장치 component 주요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제작/설치된 각 계통의 기계장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각 절에서 서술

하 다.

제2절 주순환 계통

1. System의 구성

   주순환 계통의 목적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실험조건의 온도, 압력으로 맞

추기 위한 것으로 압력용기, Main Heater, 순환펌프, Cooler 그리고 Mixing Tank로 

구성된다. 압력용기 상단밸브를 통하여 질소가스로 압력용기 내 물을 가압하고 펌

프로 순환시키면서 Main Heater와 Cooler를 사용, 서서히 가열함으로써 고온고압 

상태의 실험조건에 도달, 안정화시킨다. 주순환 계통의 주요 기계장치 설계 및 제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Pressure Vessel (PV-110)

   가. 용도 및 설계

       Pressure Vessel(압력용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각재를 실험조건

의 온도 및 압력으로 가열/가압한 상태에서 냉각재를 저장하고 실험 시 일정압력을 

유지하면서 압력용기 하단에 장착된 방출배관을 통하여 냉각재를 방출하는 핵심 

component이다. 압력용기는 주순환계통, 질소공급계통 및 냉각재방출계통과 배관 

연결되어 냉각재와 질소가스가 순환하며 필요시 냉각재와 질소가스의 drain 및 

vent를 위한 배관과 필요한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압력용기 내의 계측을 위하여 

치하 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압력용기 내 질소가스가 고속으로 유입시 냉각수면

수위측정기, 열전대 spool piece, 압력 tap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노즐을 용접, 설

과 직접 충돌함으로써 수면의 요동으로 인한 수위 측정 오차 발생 및 냉각재 내 질

소가스 유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baffle을 설치한 것이다. 압력용기에 장착

된 노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 2.3, 2.4에 나타나 있다. 

- 냉각재방출계통 연결노즐 : PV-110 하단, 4″, N2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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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순환계통 연결노즐 : PV-110 측면, 1-1/2″,S1(입,3ea), S2(출) (flange)

- 질소가스공급계통 연결노즐 : PV-110 상단, 2″, N1 (flange)

- T/C spool piece 연결노즐 : PV-110 상단, 3″, G1 (flange)

- Level Transmeter 연결노즐 : PV-110 상단, 1-1/2″, G2 (flange)

- Safety Valve 연결노즐 : PV-110 상단, 3/4″, V1 (boss)

- P, T tap 연결노즐 : PV-110 측면, 1/2″, G3∼G7 (boss)

   나. 제작 및 검사

       Pressure Vessel은 고온고압의 냉각재 외에 질소가스도 취급하여야 하므

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독 하에 설계/제작되었다.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2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53 ℃

- 사용유체 : 물, N2 가스

- 재질 : 동체, 하부경판 → A240-Ty304 (STS304)

    상부평판, 노즐 → A182-F304 (STSF304)

- 동체(shell) 두께 : 58.1 mm

- 상부평판(top head) 두께 : 180 mm

- 반타원형경판(head) 두께 : 60 mm

- 형상 : 내경 600 mm,  길이 4975 mm

- 검사 : 수압시험(316 bar), 비파괴검사(RT/MT), 진원도/직진도 측정

3. Main Heater (HT-110/120/130)

   가. 용도 및 설계

       Main Heater는 압력용기(PV-110) 내의 냉각재를 실험조건의 온도로 가

열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상온상압의 물을 6시간 이내에 120 bar 323 ℃의 조건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Heater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력용기 외에 순환배관 내의 

냉각재의 총량, 단열된 loop 표면적의 열손실을 고려하 다. 또한 냉각재의 순환유

량을 고려한 배관 직경을 결정하 다. Heater의 제작은 출력제어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 heater를 직렬로 연결하 다. Heater의 주요 사양은 다

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2.5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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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순환계통 연결노즐 : Heater Vessel 측면, 1-1/2″, N1∼N6 (flange)

- Drain : Heater Vessel 하단, 1/2″, N7 (flange)

   나. 제작 및 검사

       Heater Vessel의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 Sec. II 

Part D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제작사 : 신화전열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53 ℃

- 사용유체 : 물

- Heater 총출력 : 150 kW (50 kW x 3 ea)

- Heater Rod : φ18x1500L mm

- Heater Vessel : 8″SCH. 160S, 1674 mm, 

          12 Heater Rods included (50 KW for each vessel)

- Round Cap : 8″SCH. 160

- 재질 : Shell, Nozzle → A312-TP304

        Cap → A240-TY304

        Flange → A182-F304

- 검사 : 수압시험(267 bar), 비파괴검사(RT)

4. Circulation Pump (CP-110)

   가. 용도 및 설계

       Circulation Pump는 냉각재 가열시 압력용기 내 물을 Main Heater를 거

쳐 가열되도록 순환시키며 압력용기 내 냉각재의 온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섞는 

역할을 한다. Pump의 유량은 heater의 용량과 압력용기 내 온도구배 등을 고려하여 

5 ㎥/hr로 결정하 다. 이는 압력용기 내 냉각재가 15분에 1회 순환하는 용량이며 

적절한 배관 size는 1-1/2″로 선정되었다. Pump의 수두는 설치에 따른 위치수두와 

순환배관 및 heater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25 m로 결정하 다. Pump의 type은 고

온고압 조건을 고려하여 기 성이 우수하고 고장이 적은 non-seal canned typ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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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 다. (그림 2.6 참조) 

- 주순환계통 연결노즐 : Impeller 입, 출구, 1-1/2″, N1, N2 (flange)

- Cooling Line : Casing 측면, 1/2″, N3, N4 (flange)

   나. 제작 및 검사

       실험장치의 요구조건에 맞는 펌프의 설계 및 제작은 펌프제작업체(한라)

에서 수행하 다.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사 : 한라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25 ℃

- 사용유체 : 물

- Pump Type : Non-seal Canned

- Flow Rate : 5 ㎥/hr

- Head : 25 m, 

- Power : 440 V, 3 φ, 60 Hz

- Material : Casing, Shaft, Impeller → STS304

- 검사 : 수압시험(258 bar), 비파괴검사, 성능검사

5. Cooler (HX-110)

   가. 용도 및 설계

       Cooler는 압력용기의 냉각재가 가열시 실험조건보다 온도가 높아졌을 경

우 냉각을 통하여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냉각용량을 20 ℃/hr로 정하 다. 

Cooler의 type은 shell & tube type이고 상온의 물로 냉각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하

여 열전달 면적을 설계하 다. (그림 2.7 참조) 

- 주순환계통 연결노즐 : Tube side 입, 출구, 1-1/2″, T1, T2 (flange)

- Cooling Line 연결노즐 : Shell side 입, 출구, 1″, S1, S2 (flange)

   나. 제작 및 검사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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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172 bar, 온도 353 ℃ (tube side), 

 압력 10 bar, 온도 100 ℃ (shell side)

- 사용유체 : 물

- 재질 : Inner & Outer Pipe → A312-TP304

- Tube : 1-1/2″, SCH. 160S, 1422.6 mm, 2500# WNRF flange

- Shell : 2-1/2″, SCH. 80S, 1000 mm

- 검사 : 수압시험(8 bar), 비파괴검사(RT)

6. Mixing Tank (MK-110)

   가. 용도 및 설계

       Mixing Tank는 압력용기 내에 충수할 냉각재(demi-water)와 냉각재에 

녹아있는 용전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화학물질을 균일하게 섞기 위한 보

조용기이다. Tank 상단에 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injection line을 설치하 으며 

tank size는 20 liter로 설계하 다. (그림 2.8 참조)

- 냉각수 주입 Line 연결노즐 : Tank 입, 출구, 1″, N1, N2 (flange)

- 화학물질 투입구 : Tank 상단, 1″, C1, (hatch)

- Drain : Tank 하단, 1/2″, D1, (boss)

   나. 제작 및 검사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5 bar, 온도 50 ℃

- 사용유체 : 물

- 재질 : Shell → A312-TP304

         Head, Bottom → A240-TY304

- Shell : 12″, SCH. 10S, 320 mm

- 검사 : 수압시험(7.5 bar), 비파괴검사(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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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질소가스 공급계통

1. System의 구성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원하는 압력으로 가압하기 위

하여 고압의 질소가스를 공급하거나 실험시 방출배관에 질소가스를 주입함으로써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압력용기를 가압하기 위한 장

치로는 Pressure Control Valve System이 설치되었으며 방출배관 비응축가스 주입

을 위한 장치로는 N2 Gas Flow Control Valve System이 장착되었다. 방출배관에 

주입되는 비응축가스는 실험온도를 맞추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가열 heater로서 직

접 가열을 위한 N2 Gas Heater와 주입배관 가열을 위한 N2 Gas Injection Line 

Heater가 설치되었다. 질소가스 공급계통의 주요 기계장치 설계 및 제작 내용은 다

음과 같다.

2. Pressure Control Valve System (PCV-201)

   가. 용도 및 설계 

       Pressure Control Valve System의 주 용도는 임계유량 실험시 방출되는 

냉각재로 인하여 압력용기 내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이 system을 이용하여 

신속히 고압가스를 충전, 실시간으로 압력을 보상함으로써 정상상태의 실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차적인 용도로는 압력용기 가열시 과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압력을 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실험조건(120 bar, 251 ℃)에서 가스 

유속이 음속이하를 유지하며 실시간 압력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관 직경을 

2″로 결정하 으며 PCV에 사용되는 최대 valve도 이에 준하여 설계하 다. 

1) Valve Size 설계

        임계유량 실험조건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은 임계유량의 실험일 

경우 큰 valve로 정 한 압력제어가 어려우므로 예상되는 임계유량 범위를 고려하

여 4개의 서로 다른 용량의 valve를 병렬 연결하여 system을 구성하 다. Valve의 

size 선정을 위하여 방출 임계유량, 질소가스 공급탱크 압력, 실험지속시간 등을 고

려하여 실험에 요구되는 valve 유량계수(Cv)를 산출하 다. 계산된 Cv 범위로부터 

4개의 valve size(40, 25, 20, 15 mm)를 선정하 으며 valve body type은 Modified 

EQ% Globe valve를 선택하 다. 

2) 제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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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제어에 사용되는 valve 개폐의 구동방식은 controller에서 전달하는 

공기압(max. 5 kg/㎡)에 따라 spring/diaphragm간 힘의 균형에 의하여 valve 축이 

움직임으로써 cone과 valve seat의 유로를 형성한다. Controller는 운전원이 입력한 

전류값(설정압력, 4-20mA)에 해당되는 공기압과 압력용기(PV-110)의 압력에 의한 

차압에 의해 형성되는 공기압을 actuator에 전달한다. IP converter는 controller에 

운전원이 입력한 전류값에 해당하는 공기압이 걸리도록 공기저장탱크로부터의 공기

공급을 제어한다. 공기저장탱크는 항상 5 bar 정도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공기압축

기로 충전한다. 구성된 제어 valve의 구조 및 system 설치는 그림 2.9, 2.10에 나타

나 있다.     

3. N2 Gas Flow Control Valve System (FCV-201)

   가. 용도 및 설계 

       N2 Gas Flow Control Valve System은 실험시 방출냉각재에 test 

section 입구 전단에서 일정량의 N2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

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량제어 system이다. 실험시 N2 가

스 주입유량 조건은 주입배관의 전, 후단 조건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유량계에서의 

측정값과 실험 설정값을 비교하여 실험조건으로 유지되도록 valve 개폐를 제어한

다. 최대임계유량조건(120 bar, 251 ℃)에서 가스 유속이 음속이하를 유지하며 실시

간 유량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관 직경을 1″로 결정하 으며 이 system에 

사용되는 valve size도 이에 준하여 설계하 다. 

1) Valve Size 설계

        N2 가스 주입유량은 실험조건에 따라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은 주입

유량을 포함한 임계유량의 실험일 경우 큰 valve로 정 한 압력제어가 어려우므로 

예상되는 임계유량 범위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용량의 valve를 병렬 연

결하여 system을 구성하도록 설계하 다. Valve의 size 선정을 위하여 방출 임계유

량, 질소가스 공급탱크 압력, 실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험에 요구되는 valve 

유량계수(Cv)를 산출하 다. 계산된 Cv 범위로부터 4개의 valve size를 선정하 으

며 valve body type은 Modified EQ% Globe valve를 선택하 다. 실제 제작에서는 

valve 구동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하나의 valve(3/8″)를 설치/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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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방식

       유량제어에 사용되는 valve 개폐의 구동방식은 controller에서 전달하는 

공기압(max. 5 kg/㎡)에 따라 spring/diaphragm간 힘의 균형에 의하여 valve 축이 

움직임으로써 cone과 valve seat의 유로를 형성한다. Controller는 운전원이 입력한 

전류값(설정압력, 4-20mA)에 해당되는 공기압과 Orifice 유량계로부터 발생한 차압

에  의해 형성되는 공기압을 actuator에 전달한다. IP transducer는 controller에 운

전원이 입력한 전류값에 해당하는 공기압이 걸리도록 공기저장탱크로부터의 공기공

급을 제어한다. 공기저장탱크는 항상 5 bar 정도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공기압축기

로 충전한다. 구성된 제어 valve의 구조는 그림 2.9에 나타나 있다.    

4. N2 Gas Flowmeter (FT-202)

   가. 용도

       N2 gas flowmeter는 비응축가스를 포함한 임계유량 실험시 N2 가스 주

입배관을 통하여 test section에 주입되는 N2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이다. N2 가스 유량은 실험조건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계측

기가 요구된다. 유량계의 작동환경은 압력 230 bar, 온도 100 ℃의 조건을 요구하

으며 1″의 N2 가스 주입배관을 적용하 다.  

   나. 제품사양

       실험조건에 적합한 유량계로 Hoffer Flow Controls사의 turbine type을 

선택하 다. Turbine type 유량계는 유량과 turbine 회전수가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

한 것으로 본 실험에 적용되는 배관크기나 측정정 도에 있어 적합하다. 제품의 기

술적 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제품의 교정자료는 부록 I-1에 첨부하 다. 

- 제품명 : Turbine Flowmeter HO1X1-30-B-1(RPR51S)-F25CS-CE

- 제작사 : Hoffer Flow Controls Inc.

- 측정범위 : 0.012 ∼ 0.67 kg/s at 175 bar, 87 ℃

- 측정오차 : ±2 %

- 적용배관 : 1″ sch. 160

5. N2 Gas Heater (HE-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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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용도 및 설계 

       N2 Gas Heater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시 test 

section 입구 전단에 주입하는 N2 가스를 일정온도(최대 80 ℃)로 가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이다. Heater의 설치는 주입가스 공급탱크(GT-230) 자체에 하는 방

법과 주입배관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행 법규상 고압가스 압력용기에 heater

를 직접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어 주입배관 상에 설치하도록 하 다. Heater의 용

량은 최대실험조건(0.5 kg/s)으로 주입되는 N2 가스가 heater vessel을 통과하면서 

실험온도(최대 80 ℃)까지 가열되도록 설계하 다. Heater Vessel의 주요 사양은 다

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2.11에 나타나 있다. 

- N2 Gas 주입배관 연결노즐 : Heater Vessel 측면, 1″, N1∼N4 (flange)

- Drain : Heater Vessel 하단, 1/2″, N5 (flange)

   나. 제작 및 검사

       Heater Vessel의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 Sec. II 

Part D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설계조건 : 압력 250 bar, 온도 150 ℃

- 사용유체 : N2 Gas

- Heater 총출력 : 30 kW (15 kW x 2 ea)

- Heater Rod : φ18x2895L mm (Watlow)

- Heater Vessel : sch. XXS, 3225 mm, 

- Round Cap : sch. XXS

- 재질 : Shell → A106-Gr.B

        Cap → A234-WPB

         Flange, Nozzle → A105

- 검사 : 수압시험(295 bar), 비파괴검사(RT)

6. N2 Gas Injection Line Heater (HE-230)

   가. 용도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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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 Gas Injection Line Heater의 용도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시 N2 Gas 가열 heater(HE-210/220)에서 실험온도(80 ℃)로 가열되

어야 하는 N2 가스가 덜 가열되었거나 열손실에 의하여 떨어지는 온도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가스 주입배관 외벽에 heating wire를 감아 설치한다.  

제4절 냉각재 방출계통

1. System의 구성

   냉각재 방출계통은 압력용기 내 고온고압의 냉각재를 파단배관을 모의하는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출하면서 실험자료를 생산하는 배관계통이다. 냉각재 방출

시 필요한 경우 N2 가스를 test section에 주입하기 위한 기/액 혼합부가 설치되어 

있고 방출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및 방출배관의 신속한 개폐를 위한 quick 

opening valve가 test section의 전, 후단에 장착되어 있다. Test section배관을 통하

여 방출된 냉각재는 상온대기압 상태의 suppression tank에서 수집되어 냉각된 후 

외부로 배출된다. 

2. Coolant Flowmeter (FT-301)

   가. 용도

       Coolant flowmeter는 압력용기 내 고온고압의 냉각재가 test section을 

통하여 대기 방출될 때 형성되는 임계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이다. 임계유량은 압

력용기 정체조건뿐 아니라 방출배관의 조도, 기하학적 구조에 큰 향을 받으므로 

계측기의 설치시 실험조건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사용되

는 유량계의 요구조건은 고온고압(172 bar, 353 ℃) 조건을 견뎌야하며 비교적 고 

유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방출유동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압력손실이 적

어야한다. 

   나. 제품사양

       실험조건에 적합한 유량계로 Fisher Rosemount사의 Probar type을 선택

하 다. Probar type 유량계는 Pitot tube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대구경배관 고 

유량에 적합하며 압력손실이 매우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 사양은 아래

와 같으며 제품의 교정자료는 부록 I-2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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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Probar Flowmeter PBR+26S

- 제작사 : Fisher Rosemount (SG)

- 최대유량 : 42 kg/s at 120 bar, 320 ℃

- 측정오차 : +0.5, -0.7 %

- 적용배관 : 4″ sch. 160 (ID=87.32 mm)

3. N2 Gas/Coolant Mixer

   가. 용도 및 설계 

       N2 Gas/coolant mixer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시 

test section 입구 전단에서 압력용기로부터의 냉각재와 N2 가스 주입배관으로부터

의 N2 가스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실험조건으로 인하여 방출 

냉각재와 주입가스 혼합비 범위가 넓으므로 주입구의 크기 및 갯수를 적절히 설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입구는 유동방향에서 60°경사지게 배관주변에 4 방향으

로 배치하 다. 주입구의 크기는 주입유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φ3 

mm 4개, φ6 mm 4개, φ9 mm 4개를 배치하 다.

   나. 기술사양 

       제작/설치된 N2 gas/coolant mixer의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 

내용은 그림 2.12에 나타나 있다.

- Injection Hole Size : φ3 x 4 ea, φ6 x 4 ea, φ9 x 4 ea

- Hole Injection Angle : 유동방향에서 60°

- Injection Hole Location : T/S 입구 전 770 mm

- Head와 Injection Hole 연결배관 : 1/4″x 12 ea

4. Test Section

   가. 용도 및 설계 

       Test Section 설치부는 파단배관을 다양하게 모의하여 실험장치에 조립 

사용할 수 있도록 1600 mm 정도의 구간을 확보하 다. Test section은 기/액 혼합

배관과 quick opening valve 사이에 조립되며 다양한 측정 point를 설치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실험에 사용된 test section은 sharp edged pipe 형태로 직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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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에 길이 300 mm (T1)와 직경 10.9 mm에 길이 1000 mm (T2)를 제작하여 실

험에 사용하 다. 또한 임계유량의 기포율 측정을 위하여 T2 test section을 대상으

로 기포율 측정용 test section을 별도로 제작하 다. 

   나. 기술사양 

       제작/설치된 test section의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 내용은 그

림 2.13, 2.14, 2.15에 나타나 있다.

- 형상 : Sharp edged, Pipe

 φ20 x 300L (T1), φ10.9 x 1000L (T2) for P, T Measurement

 φ10.9 x 1000L (T2-α) for Void fraction Measurement

- Flange : ANSI 4″ 2500# WNRF, A182-F304

- T/S : φ20 x 300L, φ10.9 x 1000L, 3/8″ sch. 80S, A182-F304

- Pipe : 4″ sch. 160S, A182-TP304

5. Quick Opening Valve (QOV-301)

   가. 용도 

       Quick opening valve는 Test Section 후단에 설치되어 실험전 압력용기 

내 냉각재가 실험조건에 도달하여 실험개시 직전까지 닫혀 있다가 실험시 순간 개

방함으로써 임계유량 실험을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valve 양단의 큰 

압력차(최대 150 bar)에서 valve의 완전 개방이 신속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한 valve가 닫힌 상태에서는 기 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제품사양 

       실험조건에 적합한 QOV로 Globe valve를 선정하 으며 구동방식은 

pneumatic controller를 사용하 다. 제품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valve 구조는 그림 

2.16에 나타나 있다.  

- 설계조건 : 172 bar, 353 ℃

- 제작사 : 대기산업

- 완전개방 경과시간 : 1.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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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배관 : 4″ sch. 160S (ID=87.32 mm)

6. Suppression Tank (ST-310)

   가. 용도 및 설계 

       Suppression tank는 실험시 test section을 통하여 고속 분사되는 고온의 

물, 증기 및 N2 가스 등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응축 및 냉각시킨 후 외부로 배출하

는 대형 저장용기이다. 따라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다량의 증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용적이 충분하여야 하며 신속한 응축을 위하여 저온 냉각수를 이용한 

sparger 설계가 중요하다. 증기 발생 및 고압질소의 유입은 탱크내의 압력을 상승시

키므로 이를 고려한 설계도 요구된다. 탱크의 사용시 내압이 5 bar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 으며 임계유량 수용후 탱크 내 물의 온도가 60 ℃ 이하가 되도록 하 다. 

탱크와 방출배관은 탱크 상부 중앙에서 연결되며 열팽창에 의한 탱크 및 방출배관

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flexible joint를 사용하 다. 탱크 내 방출배관은 임계류의 

냉각수 내 효과적 열전달을 위하여 sparger와 연결되어 있다. 증기 및 고압질소의 

유입으로 인한 압력상승을 막기 위하여 탱크 상단부에 외부 방출용 배관을 설치하

다. 

- 냉각재방출계통 연결노즐 : ST-310 상단 중앙, 4″, N1 (flange)

- 외부 대기 연결노즐 : ST-310 상단, 8″, N3 (flange)

- 냉각수 주입 연결노즐 : ST-310 하단, 4″, N4 (flange)

- 냉각수 배출 연결노즐 : ST-310 하단, 1″, N5 (flange)

- Level Transmitter 연결노즐 : ST-310 상, 하단, 1/2″, G1 (boss)

- 보조배관 연결노즐 : ST-310 측면, 8″, N6 (flange)

- P, T tap 연결노즐 : ST-310, 1/2″, G2∼G5 (boss)

   나. 제작 및 검사

       강도계산은 ASME 코드의 Sec. VIII Div. 1 형식을 따랐다. 강도계산에 

따른 설계의 주요 내용 및 제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 내용은 그림 

2.17, 2.18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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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조건 : 압력 5 bar, 온도 323 ℃

- 사용유체 : 물, 증기

- 재질 : 동체 SS400, Flange A105

- 동체(shell) 두께 : 12 mm

- 반타원형경판(head) 두께 : 12 mm

- 형상 : 내경 3,000 mm,  높이 2,850 mm (내용적 17,000 liter)

- 검사 : 비파괴검사(RT)

제5절 질소가스 충전계통

   1. System의 구성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 장치에서의 질소가스 충전계통은 압력용

기에 실험조건의 압력을 공급 및 유지하고 가열중에는 과냉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압력조절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약 150 bar의 9,090 liter 용량의 질소가스 탱크로리로

부터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질소가스를 가압 충전시키는 Gas booster 및 Air com- 

pressor로 구성된 가압 시스템 및 1,800 liter 용량의 2 대의 질소가스공급탱크

(GT-210/220) 및 1,400 liter 용량의 질소가스보조공급탱크 (GT-230)로 구성되어 있

다. 질소가스탱크에는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와 온도 측정을 위한 열

전대가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질소가스 충전시 200 bar 이상으로 가압되면 질소가

스를 환기계통으로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가스 충전

배관에는 공급밸브와 역류방지용 첵밸브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 장치에서의 질소가스 계통의 개략도는 그림 2.19에 나타내

었다. 

           

    2. N2 Gas Supply Tank (GT-210/220) 

     질소가스공급탱크 GT-210/220은 Pressure vessel (PV-110)내의 실험수를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출할 경우 Pressure vessel 내의 압력을 일정한 값으로 유

지시키기 위하여 방출되는 실험수의 체적만큼 질소가스를 PV-110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다. 질소가스공급탱크의 용량은 Pressure vessel에서 최대 실험압력인 120 

bar를 실험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질소가스공급탱크의 용량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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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계산 결과 질소가스 공급탱크의 용량을 3.6 ㎥로 할 경우 실험 후의 압력이 

133.8 bar가되어 PV-110 의 최대 실험 압력보다 13.7 bar의 여유가 있어 실험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각각 1.8 ㎥의 용량을 가지는 2대의 질소저장탱크 [공급업체: 

남양산업(NK)]로 구성하여 총 질소저장탱크들의 용량은 3.6 ㎥로 선정하 다. 

  실험전 질소공급탱크의 질소가스의 압력 200 bar, 온도 25 ℃일때 직경이 20 mm

의 Test section을 이용한 최대 실험조건인 실험압력 120 bar에서 실험을 수행 후 

실험전 후의 질소공급 탱크 GT-210/220내 질소가스의 압력 및 온도 등의 변화는 

표 2.1에 나타내었다.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에서 질소가스공급계

통 내에 설치된 질소가스공급탱크 및 보조탱크들의 주요기술자료 및 사양은 표 2.2 

및 표 2.3에 각각 나타내었다. 질소공급 탱크 (GT-210/220)의 설계도면은 그림 

2-20에 나타내었다.

    3. N2 Gas Injection Tank (GT-230)

      질소가스보조공급탱크인 N2 Gas Injection Tank (GT-230)는 실험시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출되는 실험수에 비응축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질소가스저장탱크

로서 실험시 질소저장 탱크내 질소가스의 압력은 실험종료 시까지 Pressure vessel 

(PV-110) 내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Test section 입구  에서 온도 74 

℃ 및 최대유량 0.5 kg/s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질소보조탱크의 용량 선

정을 위한 계산 결과 탱크의 용량을 1.4 ㎥로 선정하 다.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

계유량 실험장치의 질소가스공급계통에 설치된 N2 Gas Injection Tank (GT-230) 

의 주요 기술자료 및 사양은 표 2.2 및 표 2.3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N2 Gas 

Injection Tank (GT-230)의 설계도면은 그림 2.21에 나타내었다.

  

          표 2.1. 실험전 후의 질소공급 탱크내 질소가스의 변화

      

     실 험 전        실 험 후

 압 력 (bar)         200         133.68

온 도 (℃)          25           -18.76

    도 (kg/m
3
)         226.17         177.17

무 게 (kg)         814.2         637.8
 



- 21 -

         표 2.2. 질소가스공급탱크 및 Gas Injection 탱크의 주요 기술 자료 

  

       GT-210/220      GT-230

   Volume       1.8㎥       1.4㎥

   Dimension ψ609.5㎜x7,755㎜ L ψ609.5㎜x6,150㎜ L 

 Max. filling pressure      250 bar       250 bar

 Hydraulic test pressure      417 bar       417 bar

 Total weight(approx.)      2,655 kg        2,125 kg  

      Material    Cr-Mo steel       Cr-Mo steel 

  표 2.3. 질소가스공급탱크 및 Gas Injection 탱크의 사양

구   분
 N2 GAS SUPPLY TANK

     (GT-210/220)

N2 GAS INJECT TANK

(GT-230)

형   식 횡  형 횡  형

내 용 적

(용   량)

3,600 liter

(1,800 liter×2)
1400 liter

저장(처리)

능     력
3.6 m

3
1.4 m

3

최고

사용 압력
200 kg/cm

2
200 kg/cm

2

제 조 자      남양산업(NK) 남양산업(NK)

      

    4. Gas Booster (GB-210)

      질소 Gas Booster (GB-210, Model: AGD-32, HASKEL INC.))는 상용 충전

압력이 150 bar인 질소가스 Tank Lorry로부터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질소공급계통

내 설치된 2대의 질소가스공급탱크 (GT-210/220) 및 N2 Gas Injection Tank (GT-230)

에 각각 200bar의 질소가스를 충전시키기 위하여 질소가스를 승압시키는 기기이다.

질소 Gas Booster에서 공급하여야 할 질소가스의 최대압력은 1차로 Pressure 

Vessel (PV-110)내의 실험수의 압력을 120 bar로 실험할 경우의 질소가스공급탱크 

GT-210/220에 충전되어야 할 질소가스 압력 이상으로 승압시킬 수 있는 성능을 확

보하고 있다. 즉 본 실험에 사용하는 질소가스 Tank Lorry는 월드가스테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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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용량이 9090 liter (505 liter x 18 bottle)이며 최대 질소가스 충전 압력이 

200 bar까지 가능한 것이다. 질소 Gas Booster의 주요 기기 사양을 표 2.4에 나타내

었다. 또한 Gas Booster (GB-210)의 설계도면은 그림 2.22에 나타내었다.

      표 2.4. 질소 Gas Booster의 주요 기기사양 

구   분     GAS BOOSTER(GB-210)      

형   식
왕복동식

(AIR 구동식)

   저장(처리) 능 력 181 Nm
3
/day

최고 사용 압력 200 kg/cm
2

제 조 자 HASKEL

    5. Air Compressor (AC-210)

    Air Compressor (AC-210)는 질소 Gas Booster (GB-210)를 구동하여 질소가

스를 가압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기로 그 용량은 Gas Booster (GB-210)의 성능계

산서를 토대로 하여 사용압력이 7 kg/cm
2
g이고 유량은 2.1 Nm

3
/min. 이상의 Air 

Compressor 용량이 요구됨으로 제작 설치된 Air Compressor (AC-210)의 용량은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사용압력이 7.1 kg/cm
2
g이고 최대 승압 능력을 

9.91 kg/cm
2
g로 하 고 유량은 2.518 Nm

3
/min.의 용량을 가지는 Air Compressor

를 설치하 다. Air Compressor (AC-210)에는 용량 50ℓ의 Air receive tank 

(AK-210)가 부착되어 있어 질소 Gas Booster(GB-210)를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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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9. 질소공급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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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0  질소공급 탱크(GT-210/220)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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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Gas Injection Tank (GT-230)의 개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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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 Gas Booster (GB-210)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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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험대 설계 제작

제1절 개요

     Test Section은 임계유량 실험에 있어 파단배관을 모의하여 실험자료를 생

산하는 부분으로 핵심적인 component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파단배관을 모의하기 

위하여 설치 공간을 배관길이 1600 mm 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하 으며 필요한 경

우 간단한 배관 변경으로 더욱 긴 test section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 다. 

Test Section의 입구조건은 정체조건과 같아야 하나 유량계 설치와 test section 변

경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오차가 불가피 하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

기 위하여 압력용기 출구를 곡면처리하고 배관을 대구경(4″)으로 하 으며 유량계

는 압력손실이 매우 적은 Probar type을 사용하 다. Test section에는 실험시 발생

하는 압력 및 온도분포 자료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다수의 측정 

point를 배치하 다. 압력 측정 point는 내 벽면에 수직으로 관통하여 test section의 

입구와 출구 등 압력구배가 큰 지점에 조 하게 배치하 으며 sensing line은 하향 

구배를 유지하여 압력 transmitter에 연결하 다. 온도 측정 point는 내 벽면 가까이 

열전대를 심어 sensing 감도를 증가시켰으며 잡음방지를 위하여 보상도선을 사용하

다. Test section은 기/액 혼합배관과 quick opening valve 사이에 조립된다. 실험

에 사용된 test section은 sharp edged pipe 형태로 직경 20 mm에 길이 300 mm 

(T1)와 직경 10.9 mm에 길이 1,000 mm (T2)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또한 

임계유량의 기포율 측정을 위하여 T2 test section을 대상으로 기포율 측정용 test 

section을 별도로 제작하 다.

 

제2절 설계 및 제작

   가. Test Section I

  Test section I은 내경 20 mm, 길이 300 mm의 sharp edged pipe 형상

(L/D = 15)을 가지며 짧은 pipe에서의 임계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제작하

다. 측정변수는 압력과 온도 분포이며 이를 위하여 test section 전, 후를 포함 압력 

측정구 18개, 온도 측정 열전대 삽입구 5개를 가공하 다. 압력 측정구는 정 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경 0.3 mm의 구멍을 수직으로 방전가공 하 다. 세부적 설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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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그림 2.13과 같다.

   나. Test Section II

  Test section II은 내경 10.9 mm, 길이 1,000 mm의 sharp edged pipe 형

상(L/D = 91)을 가지며 짧은 pipe에서의 임계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제작하

다. 측정변수는 압력과 온도 분포이며 이를 위하여 test section 전, 후를 포함 압

력 측정구 18개, 온도 측정 열전대 삽입구 5개를 가공하 다. 압력측정구는 정 성

을 높이기 위하여 직경 0.3 mm의 구멍을 수직으로 방전가공 하 다. 세부적 설계 

사양은 그림 2.14와 같다.

   다. Test Section II-α

       Test section II-α는 test section II에 대한 기포율 측정을 위하여 설계/

제작한 것으로 직경 및 길이는 같으며 측정을 위한 γ선 투과를 위하여 test 

section의 두께를 얇게 설계(3.2 mm)하 다. 얇은 두께로 인한 배관의 강도저하를 

보강하기 위하여 test section의 양단 플랜지에 spring hanger를 설치하여 test 

section을 지지하도록 설계하 다. Test section의 세부적 설계사양은 그림 2.15와 

같다. 

제3절 측정기 설치

   가. Pressure Transmitter

       Test section으로부터 압력신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pressure tap에 연결

된 압력측정 배관(1/4″tube)은 pressure transmitter에 연결되어 있으며 압력이 전

기신호(1∼5 V)로 바뀐 후 DAS로 보내어져 수집, 처리된다. 

   나. Thermocouple

   Test section의 내벽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온도 측정구에 삽입된 열

전대는 접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pring으로 압착, 체결하도록 제작되었으며 

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상 도선으로 DAS까지 연결하 다. 

   다. γ-Densi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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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시 test section 내에 형성되는 임계유량의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하

여 별도 제작한 test section (T2-α)을 방출배관에 연결, 조립한다. 기포율 측정을 

위한 γ-densitometer는 test section의 조건 및 형상에 맞게 source 및 traverse 등

이 최적설계 되었다. 장치의 설치는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방사선 조사부

(source)와 측정부(detector) 사이에 test section이 수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지도록 

배열한다. 측정 위치에 따라 상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test section 지지대

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설계하 다.

제4장 토목 및 기계구조물

제1절 개요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는 연구소 내 엔지니어링동의 실험

실에 설치된다. 실험실 바닥은 대형 실험장치가 설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철근 콘크

리크 바닥 공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다. 본 실험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 강

도를 검토하 으며 실험장치 각 component 및 배관계통을 설치하기 위한 강 구조

물 설계를 수행하 다. 구조물의 강도 계산에 있어 지진 및 바람에 의한 향도 고

려하 다. 구조물 설계에 있어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esign Code & Standards

Steel : 강구조 계산기준 및 해설 (대한건축학회)

Concrete :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 Strength of Material

Concrete : 210 kg/㎠

Re-bar : 4000 kg/㎠

Steel : 2400 kg/㎠

Connecting Bolt : High Strength Bolt(F10T), Anchor Bolt(S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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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측 및 제어계통

제1절 계측기 및 밸브

        실험장치에 설치된 모든 계측기 신호는 PLC 제어시스템으로 입력되고,  

운전원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주요 신호는 PLC의 아날로그 출력모듈을 통해 대형

정보화면에 표시되도록 설계하여 운전원이 실험장치의 운전 상태 전반에 대해 감시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실험 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계측기는 데이터 

취득시스템(DAS)으로 입력되어 측정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 다. 

  데이터 취득시스템에 입력되는 계측기의 경우, 온도 계측기는 PLC 및 데이터 취

득시스템 입력용을 각각 설치하 다. 그러나 압력, 유량, 그리고 수위 계측기는 따

로 설치하지 않고 신호분리기(Signal Conditioner & Isolator)를 통해 DAS 및 PLC

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신호 분리기는 하나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을 가

지며, 입력으로 4-20mA 전류신호를 받아서 잡음 등을 제거한 후 이것을 4∼20mA 

전류 및 1∼5Vdc 전압으로 출력을 발생시킨다. 신호 분리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Model : MS-2904 (Maker : Mtt)

      - Input : 4∼20mA 

      - Output 1 : 1∼5Vdc for PLC Analog Input Module

      - Output 2 : 4∼20mA for DAS Analog Input Module

      - Accuracy : ±0.1% less

      - Response Time : 30Hz - 3dB (99% - 25ms)

  실험장치에 설치된 밸브는 비례 제어용 밸브, On/Off 밸브, 안전 밸브(Safety 

Valve)가 각각 목적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비례 제어용 밸브는 압력용기 압력 및 

시험대 공급 질소가스를 연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들 밸브는 실험 조

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밸브를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밸브 트레인으로 제작

하 다. On/Off 밸브는 질소 가스나 냉각수를 차단 또는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밸

브로 열림과 닫힘을 다른 주변 장치와 연동시켜 운전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작동

되도록 설계하 다. 안전밸브는 설계 설정치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으로 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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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밸브로 질소 가스탱크와 압력용기 상단에 설치되어 사고로 인해 설계치 이

상의 고압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타 유지보수를 위해 수동밸브를 설치하

다. 

   1. 계측기 

      가. 압력 계측기

          실험장치에서는 질소가스탱크 압력, 압력용기 압력, 냉각수 유로 순환계

통 압력, 냉각재 방출시 시험대 압력, 응축수 탱크 압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 

타입 압력 계측기를 설치하 다. 표 5.1은 압력 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을 

나타내고, 부록 II-1은 설치된 압력계측기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5.1에서 PT-102는 

압력용기 하단에 설치된 압력계측기로 압력용기 냉각재 방출 시험중 압력용기 압력

제어에 사용된다. PT-102, 시험대 질소가스 주입 라인(PT-205), 그리고 시험대 압

력신호들은 실험 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 취득시스템(DAS)으로 입력된다. 그리

고 이들 신호를 포함한 모든 압력신호는 PLC로 입력되어 운전원이 운전중에 이들

을 감시할 수 있다. 표 5.2는 시험대에 설치된 압력계측기를 나타낸다. 

   압력 계측기의 교정을 위해 압력 계측기를 현장에 설치한 후 현장에 기준 압력

을 가하여 PLC 및 DAS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교정하 다. 교정시트는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고, 제조회사의 검사 성적서는 Test &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다. 

 

      나. 유량 계측기

          실험장치에서는 냉각수 유로 순환계통 유량, 시험대에 공급되는 질소가

스 유량, 냉각재 방출시 시험대 유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유량 계측기를 설치하

다. 냉각재 방출시험시 시험대를 통하는 혼합물의 유량은 Probar 타입 유량계를 사

용하여 측정한다. Probar 타입 유량계는 오리피스나 터빈 타입과는 달리 혼합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압력 변동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소가스 주입 

실험시에 시험대에 주입되는 질소가스는 최대 주입량이 0.56㎥/s 정도로 미세한 유

량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터빈 타입 유량계를 설치

하 다. 기타 다른 유량계는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리피스 타입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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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를 설치하 다.   

  표 5.3은 유량 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을 나타내고, 부록 II-2는 설치된 

유량 계측기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5.3에서 FT-202는 질소가스 주입 시험시 질소

가스 유량제어에 사용된다. 질소가스 유량제어시는 FT-202 신호와 제어실의 설정 

유량 간의 차를 사용하여 유량제어밸브(FCV-202)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FT-202 

신호와 시험대 유량(FT-301) 신호는 데이터 취득시스템, PLC 시스템, 그리고 대형

정보화면에 표시된다. 

  오리피스 타입 유량 계측기의 교정을 위해 유량 계측기를 현장에 설치한 후 현장

에 기준 압력을 가하여 PLC 및 DAS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교정하 다. 그리고 터

빈 유량계는 펄스신호 발생기의 기준 펄스 신호를 입력하여 출력되는 신호를 교정

하 다. 교정시트는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고, 제조회사의 검사 성적

서는 Test &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다. 

      다. 수위 계측기

          실험장치에서는 압력용기 수위와 응축수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차압형 스마트 수위계측기를 설치하 다. 또한, 압력용기에는 레이다(Radar) 타입 

수위계측기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다. 압력용기의 수위 측정은 실험 운전시 실험 

모드에 따라 수위 감소 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차압형 수위계측기는 

온도 및 압력에 따라 측정된 수위 값에 보정치를 계산해야 정확한 수위를 산출할 

수 있지만, 레이다 타입은 보정 계산이 필요 없이 정확한 수위값을 측정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압력용기에 설치된 LT-101(차압형)과 LT-102(레이다 형) 신호는 데이터 취득시

스템으로 입력되어 실험 후 수위의 변동에 따른 시험대 유량 및 압력 변화를 분석

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레이다 타입의 수위측정값은 시험대의 순간방출밸브

(QOV-301)와 연동되어 있다. 냉각수 방출 실험시 압력용기내 냉각수가 모두 방출

되고 나서 압력용기내 질소가스가 응축수 탱크에 유입될 경우 고온 고압의 질소가

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응축수 탱크의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오르는 현상(balloon 

effect)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레이다 타입 수위계측기의 측정치가 

어떤 값(약 70cm) 이하로 감소하면 순간방출밸브를 차단하도록 연동시켜 안전 사고

에 대비하 다. 표 5.4는 수위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을 나타내고, 부록 

II-3은 설치된 수위계측기의 사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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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압형 수위계측기의 교정을 위해 수위계측기를 현장에 설치한 후 현장에 기준 

압력을 가하여 PLC 및 DAS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교정하 다. 교정시트는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고, 제조회사의 검사 성적서는 Test &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다. 

      라. 온도 계측기

          실험장치에 설치된 모든 온도계측기는 열전대(Thermocouple) K 타입이

고, 온도계측기와 PLC 시스템간 또는 데이터 취득에는 보상도선(KX-HS, 연합전

선)을 사용하여 연결하 다. 

  압력용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T/C Spool Piece(TE-101∼106)을 설치하 다. 

압력용기는 세로로 긴 직립형이므로 온도 승온시나 실험 시작 전에 압력용기내의 

온도분포를 확인하고, 일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을 기준으로 1.3m에서 

5.3m까지 80cm 간격으로 모두 6개의 열전대를 설치하 다.

  DAS 및 PLC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온도 계측기는 각각 설치되어 있다. 표 5.5는 

온도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을 나타내고, 부록 II-4은 설치된 온도계측기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5.6은 시험대에 설치된 온도계측기를 나타낸다. 

  온도계측기의 교정을 위해 온도계측기를 챔버(Chamber)에 설치하여 기준 온도를 

상승 및 하강시키면서 PLC 및 DAS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교정하 다. 교정시트는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고, 제조회사의 검사 성적서는 Test & 

Inspection Report Vol. 2에 첨부하 다. 

   2. 제어 밸브 

      가. 압력제어밸브 트레인 (PCV-201)

          압력제어밸브는 냉각재 방출 실험시 압력용기내 압력을 실험조건 압력으

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밸브는 전단의 고압 질소가스탱크로부

터 빠져나오는 질소가스 량을 조절하여 압력용기 압력을 제어하는 공기압 비례제어

밸브이다. 실험조건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질소가스 유량(실험조건에 따라 조절될 

압력용기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 시나리오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4개의 밸

브를 트레인으로 구성하여 설치하 다. 이들 4개의 밸브는 Modified EQ% Globe 

valve이며, 각각은 15A(15mm), 20A(20mm), 25A(25mm), 40A(40mm) 사이즈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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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러나 실험 시나리오에는 따라 4개의 밸브 중에서 하나의 밸브를 통해서만 

압력제어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그림 5.1은 압력제어밸브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 압력제어밸브는 압력용기의 압

력과 제어실에서 설정한 설정치(4∼20mA)에 따른 공기압을 서로 비교하여 압력용

기의 압력을 설정치로 제어하는 기계식 자동조절 밸브이다. 이 밸브를 선택한 이유

는 PID 제어로직에 의해 자동 제어되는 밸브는 응답속도가 느리고, 본 실험장치처

럼 여러 실험조건을 가질 경우 각 조건에 따른 최적의 PID 계수 값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1 압력제어밸브 동작 특성

  각 실험조건에 따른 밸브 선택은 다음과 같다.

 

     - 압력용기 압력조건이 30bar와 80bar 사이의 실험일 경우 

        PCV 201-2(20A)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 차압(방출실험 

시작 전 질소가스탱크의 압력과 방출실험 조건의 압력용기 압력간의 차)    

        을 가능하면 70 ∼ 80bar 정도로 유지.

     - 압력용기 압력조건이 90bar와 120bar 사이의 실험일 경우 

       PCV 201-3(25A) 사용. 단, 120 bar 실험에서는 차압을 80bar 이상 유지     

       하는 것이 좋고, 차압이 크지 않을 때는 PCV 202-4(40A)를 사용할 것  

     - 방출실험 시에는 압력용기의 압력을 target 압력치 보다 적어도 5bar 이상  

       높게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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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밸브 선택규칙을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표에서, 10.7mA(11577)와 같이 

표시된 항은 선택된 PCV 밸브의 설정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괄호 속의 값은 

10.7mA에 해당하는 디지털 값으로 운전원은 설정치를 입력할 때 PLC 값인 이 값

을 입력해야 한다. 이 값은 PLC 시스템의 디지털-아날로그 출력 모듈에서 10.7mA

로 변환되어 밸브로 전송된다. 

  밸브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정 도 : ±2.2kg/cm
2
 

          - Control Range : 0.1 ∼ 200kg/cm
2
 

          - Hysteresis : 0.02×set Pr.

          - Flowrate : 36 ∼ 20,880kg/h

나. 압력제어 밸브 (PCV-101)

          압력제어밸브 PCV-101은 압력용기의 압력이 실험조건보다 과도하게 높

을 때나 가열운전 중에 압력용기의 압력을 감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밸브

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PCV-201과 같은 동특성을 갖는 비례제어밸브 지만, 시운전 

동안에 발생한 누설문제, 가열 및 가압 운전동안에 PCV-101을 통한 압력제어 불필

요 등의 이유로 고속 응답성을 갖는 15A(15mm) 사이즈인 온/오프 밸브로 교체하

다. 그러나 압력용기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PT-102 압력계와 연동시켜 

운전원이 연동 값을 설정함에 따라 자동으로 밸브가 온/오프 되도록 구현하 다. 연

동치 설정 값에 -5 bar의 히스테리시스 값을 고려하여 밸브가 계속적으로 온/오프 

되는 것을 방지하 다. 예를 들어, 운전원이 연동치 설정 값을 100bar로 설정했을 

경우, 압력 용기의 압력 값이 100bar를 초과하면 밸브는 자동 개방되고, 압력 값이 

95bar 이하로 감소하면 자동 차단된다. PCV-101의 중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사이즈 : 15A(1/2“)

     - 밸브양단 최대차압 : 120bar

     - Shut-Off Pressure : 200bar

     - 최대운전온도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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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브타입 : Grobe, Quick Open

     - Body Material : SUS 304

     - Required Seat Tightness : ANSI Class VI

     - Power : DC 24V

     - Input Signal : Dry Contact 

     - End COnnection & Rating : 2500# RF

다. 질소가스 유량조절밸브 트레인 (FCV-201)

          유량조절밸브는 질소가스 주입 실험 시 시험대를 통해 방출되는 냉각재

에 실험조건에 맞는 일정량의 질소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밸브이다. 

  설계단계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주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4개의 

전동밸브(MOV)를 트레인으로 구성하여 설치하 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 다. 

     - 시험대의 압력과 보조 질소가스 탱크 압력간의 차압이 120bar 이상일 때 밸 

       브가 구동되지 않음

     - 실험조건에 따라 4개의 밸브에 대한 PID 계수 값 조정의 어려움

     - 밸브의 응답속도가 느려 음속에 가까운 질소 가스 유속을 제어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MOV 밸브 트레인을 제거하고,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는 공기압 비

례제어밸브 하나를 설치하 다. 

     - 사이즈 : 3/8“

     - 밸브양단 최대차압 : 120bar

     - Shut-Off Pressure : 200bar

     - Max. Flowrate : 0.5kg/s

     - 밸브타입 : Grobe, Linear Equal %

     - Body Material : SUS 304

     - Required Seat Tightness : ANSI Class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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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 : DC 24V

     - Input Signal : 4∼20mA

     - End COnnection & Rating : 2500# RF

  그림 5.2는 FCV-201의 설치 및 동작특성을 나타낸다. 이 밸브는 PCV-201과 동

작특성이 동일한 기계식 제어밸브로, PCV-201은 압력을 센싱하여 센싱된 압력 값

과 설정 압력이 같아지도록 제어하지만, FCV-201은 라인에 흐르는 유량을 센싱(실

제적으로 차압 센싱)하여 이 값이 설정 유량(실제적으로 차압 설정치)과 같아질 때

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유량에 해당하는 차압을 센싱하기 

위해 FCV-201 뒷단에 그림과 같이 3Φ 사이즈의 오리피스를 설치하 다. 

  표 5.8은 FCV-201을 조절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FCV-201의 설정치와 유량 계측

기(FT-202)의 측정치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운전원 화면에서 %로 설정치를 입력하

면 그 값은 디지털-아날로그 출력모듈을 통해 차압에 해당하는 전류값으로 변경되

어 밸브에 공급된다. 밸브는 이 전류값을 공기압으로 변환하여, 이 값과 센싱된 오

리피스 차압이 같아질 때까지 기계적으로 자동 조절한다. 예를 들어, 운전원이 질소

가스 주입유량을 0.3kg/s로 만들고 싶을 경우는 설정치를 40%로 입력하면 된다. 그

러나 이 표에 나타난 값은 보조 질소가스탱크(GT-230)과 시험대 압력이 120bar 정

도 차이가 날 때 유효한 값이다. 

  실험장치에는 밸브 트레인이 아닌 하나의 밸브를 설치하 기 때문에 표 5.8의 기

준값과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할 경우는 GT-230의 압력을 낮추거나 높여서 유

속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설치된 FCV-201는 응답성이 빠르고, 

일정한 유량을 잘 제어하기 때문에 실험 중 실험조건과 다른 값으로 제어될 경우 

설정치를 조금 높이거나 낮추면 원하는 유량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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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FCV-201 설치 및 동작특성

라. On/Off 밸브

         표 5.9는 실험장치에 설치된 On/Off 밸브의 설치위치, 주요사양, 제조사 

및 모델을 정리한 것이다  

마. Quick Opening Valve (QOV-301)

       QOV-301은 시험대 후단에 설치되어, 냉각재 방출실험시 순간적으로 개

방되어 고온 고압의 물이 저항없이 응축탱크로 유출되도록 한다. 이 밸브에 대한 

사양 및 설치도면은 3절 5항을 참조하면 된다. 

  3. Safety Valve

     안전밸브는 설계 압력이상의 과압시 실험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relief 

밸브이다. 이 밸브는 높은 압력이 걸릴 수 있는 곳인 질소가스탱크(GT-210/220, 

GT-230, 부스트 후단)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압력용기에는 PCV-101에 의해 일차

적인 과압을 방지할 수 있다. PCV-101은 실험운전 동안에 120bar로 연동시켜 둠으

로써 PCV-201을 통한 압력제어가 정상조건을 벗어나더라도 압력용기가 과압되는 

것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 표 5.10은 설치된 안전밸브 사양과 동작 범위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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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압력 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

No. Tag Name

최대운전조건

측정대상 Service Description 특 징

온도 압력

1 PT-101 323 120 N2 Gas Pressure Vessel Inlet Pr. 감시용

2 PT-102 323 120 Liquid Pressure Vessel Outlet Pr.
압력용기 압력제어,

DAS

3 PT-103 323 120 Liquid Circulation Pump Pr. 감시용

4 PT-201 100 200 N2 Gas N2 Gas Supply Pr. 감시용

5 PT-202 100 250 N2 Gas N2 Gas Pr. Booster Outlet 감시용

6 PT-203 100 250 N2 Gas N2 Gas Main Tank Pr. 감시용

7 PT-204 100 250 N2 Gas N2 Gas Service Tank Pr. 감시용

8 PT-205 100 250 N2 Gas
N2 Gas Test Section

Injection Line Pr
DAS 입력

9 PT-301 323 20 Liquid Test Section Outlet Pr. DAS 입력

10 PT-302 100 20 Air Suppression Tank Pr. 감시용

표 5.2 시험대에 설치된 압력계측기 

순번 Tag Name Description Connection Remark

1 P0 T/S Entrance Pressure DAS/PLC

2 P1 T/S Delta-P at 1st Region DAS

3 P2 T/S Delta-P at 2nd Region DAS

4 P3 T/S Delta-P at 3rd Region DAS

5 P4 T/S Delta-P at 4th Region DAS

6 P5 T/S Delta-P at 5th Region DAS

7 P6 T/S Delta-P at 6th Region DAS

8 P7 T/S Delta-P at 7th Region DAS

9 P8 T/S Delta-P at 8th Region DAS

10 P9 T/S Delta-P at 9th Region DAS

11 P10 T/S Delta-P at 10th Region DAS

12 P11 T/S Delta-P at 11th Region DAS

13 P12 T/S Delta-P at 12th Region DAS

14 P13 T/S Delta-P at 13th Region DAS

15 P14 T/S Delta-P at 14th Region DAS

16 P15 T/S Delta-P at 15th Region DAS

17 P16 T/S Delta-P at 16th Region DAS

18 PL T/S Exit Pressure DAS/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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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유량 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

No. Tag Name
최대운전조건

측정대상 Service Description Connection 특 징
온도 압력 유량

1 FT-101 323 120 1.81 Liquid
Circulation Pump

Outlet Water Flow

DP:1/2" 

SW
감시용

2 FT-201 100 200 0.56 ㎥/s N2 Gas
N2 Gas Booster

Outlet Flow
감시용

DP:1/2" 

SW

3 FT-202 100 120 0.5 N2 Gas N2 Gas Flow
질소가스유량제어, 

DAS 입력
1" CS 

4 FT-301 323 120 40.82 Liquid Test Section Flow DAS 입력4" SS

표 5.4 수위 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

No. Tag Name
최대운전조건

측정대상 Service Description 특 징

온도 압력

1 LT-101 353 120 Liquid Pressure Vessel Level DAS 입력

2 LT-102 353 120 Liquid Pressure Vessel Level
LT-102와 연동, 

DAS 입력

3 LT-301 100 3 Liquid Suppression Tank Level 감시용

표 5.5 온도 계측기의 측정 대상과 설치 목적

No. Tag name

최대 운전조건
측정 

대상
Service Description 특 징온도 

(℃)

압력 

(bar)

1 TE-101~06 353 120 Liquid
Pressure Vessel Temp.

(T/C Spool Piece)
감시용

2 TE-107 353 120 Liquid Main Heater Inlet Temp. 감시용

3 TE-108 500 120 Rod Main Heater #1 Temp. 감시용

4 TE-109 500 120 Rod Main Heater #2 Temp. 감시용

5 TE-110 500 120 Rod Main Heater #3 Temp. 감시용

6 TE-111 353 120 Liquid Main Heater Outlet Temp. 감시용

7 TE-112 353 120 Liquid Line Cooler Outlet Temp. 감시용

8 TE-113 353 120 Liquid Pressure Vessel Temp. DAS 입력

9 TE-201 100 200 N2 Gas N2 Main Gas Tank Temp. 감시용

10 TE-203 100 200 N2 Gas N2 Service Gas Tank Outlet Temp. 감시용

11 TE-204 300 200 Rod Service Heater #1 Temp. 감시용

12 TE-205 300 200 Rod Service Heater #2 Temp. 감시용

13 TE-206 100 250 Pipe
Service Heater Outlet

Temp.
DAS 입력

14 TE-301 323 5 Pipe Test Section Upper Side Temp. 감시용

15 TE-302 323 10 Liquid Test Section Lower Side Temp. DAS 입력

16 TE-303 100 대기압 Liquid Suppression Tank Temp. 감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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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시험대에 설치된 온도계측기

순번 Tag Name Description Connection Remark

1 TG Injection Gas Temperature DAS

2 T0 T/S Entrance Temperature DAS

3 T1 T/S Temperature at 1st Position DAS

4 T2 T/S Temperature at 2nd Position DAS

5 T3 T/S Temperature at 3rd Position DAS

6 T4 T/S Temperature at 4th Position DAS

7 TL T/S Exit Temperature PLC

표 5.7 실험조건에 따른 압력제어밸브 선정 규칙

       PCV

압력

PCV 201-2

(20A)

PCV 202-3

(25A)

PCV 202-4

(40A)

30bar
10.7mA

(11577)

10.6mA

(11404)

10.1mA

(10540)

60bar
11.6mA

(13132)

11.5mA

(12960)

11.1mA

(12268)

80bar
12.2mA

(14169)

12.2mA

(14169)

11.6mA

(13132)

100bar
12.8mA

(15206)

12.7mA

(15033)

12.4mA

(14512)

120bar
13.6mA

(16588)

13.7mA

(16761)

13mA

(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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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FCV-201 설정치와 제어된 FT-202 유량 계측값과의 관계

설정치 FT-202 유량

17% 0.11 kg/s

20% 0.15 kg/s

25% 0.19∼0.2 kg/s

30% 0.23∼0.24 kg/s

35% 0.27∼0.28 kg/s

40% 0.3∼0.32 kg/s

45% 0.36∼0.38 kg/s

50% 0.41∼0.43 kg/s

55% 0.45∼0.47 kg/s

60% 0.49∼0.51 kg/s

65% 0.53∼0.54 kg/s

70% 0.57∼0.59 kg/s

75% 0.62∼0.63 kg/s

78% 0.66∼0.67 kg/s

80% 0.67 kg/s

단, - Isolation 밸브 12개 모두 Open

   - 오리피스 사이즈 : 3φ

   - GT-230과 test section과의 차압 : 약 120bar 일 때의 데이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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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On/Off 밸브의 설치위치, 주요사양, 제조사 및 모델

NO.
TAG 

NO.
DESCRIPTION 제조사 모델

최대운전

차압

(BAR)

VALVE

SIZE
ACTION

1 SV-101
PV-110 D.W. 

INLET
ATKOMATIC 41840-400 172 1" N.C

2 SV-102 CP-110 INLET ATKOMATIC 41861-400 172 1-1/2" N.C

3 SV-103 CP-110 INLET ATKOMATIC 41861-400 172 1-1/2" N.C

4 SV-104 CP-110 INLET ATKOMATIC 42840-400 172 1" N.O

5 SV-105 HX-110 INLET ATKOMATIC JJ-600 10 1" N.C

6 SV-106 CP-110 OUTLET ATKOMATIC 42840-400 172 1" N.O

7 SV-107 PV-110 DRAIN SEO-HEUNG - 172 1/2" N.C

8 SV-108
CP-110 C.W.L 

INLET
ATKOMATIC JJ-400 5 1/2" N.C

9 SV-201 GB-210 INLET ATKOMATIC JJ-400 10 1/2" N.C

10 SV-205
GT-210/220 

OUTLET
SEO-HEUNG - 220 2" N.C

11 SV-208 GT-230 OUTLET SEO-HEUNG - 220 1" N.C

12 SV-301
ST-310 C.W. 

INLET
ATKOMATIC JJ-600 10 1" N.C

표 5.10 설치된 안전밸브 사양 및 동작 범위

No. Tag name 제조사 Service Description
Size

설정 압력
In Out

1 PSV-101
FARRIS 

Eng.
Pressure Vessel Over Pr. 3/4" 1" 136 bar

2 PSV-201
FARRIS 

Eng.
N2 Tank GT-210/220 Over Pr. 3/4" 1" 210 bar

3 PSV-202
FARRIS 

Eng.
N2 Tank GT-230 Over Pr. 3/4" 1" 210 bar

4 PSV-203
FARRIS 

Eng.
Booster GB-210 Outlet Over Pr. 3/4" 1" 210 bar

     * 모델명 : 27CA23H-S20S4(4개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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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어계통

        제어계통은 실험장치를 실험조건으로 만들고, 실험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원이 수행하는 모든 제반운전행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어계통은 

운전원 작업공간인 제어실, 제어장치 및 제어로직, 운전원 연계화면으로 구성된다. 

   1. 제어실

      제어실은 Overview 화면, 터미널 하우징, 그리고 운전원 데스크로 구성된다.  

Overview 화면은 실험장치의 운전상태나 지시값을 운전원이 쉽게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대형 미믹(mimic)화면으로 제작하 다. 이 화면은 터미널 하우징에 부착

되어 있고, 상태 및 정보표시는 제어장치인 PLC 출력에 의해 구동된다. 터미널 하

우징 내에는 PLC, 터미널 블록 및 배선, DAS 장치, 전원장치 등 실험장치에 사용

되는 모든 계측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운전원 데스크는 3개(DAS용, 제어장치

용, 기포율 측정장치용)로 구성하 으며, 운전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벤치타입

으로 제작하 다. 

가. Overview 화면

          그림 5.3은 설치된 Overview 화면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화면은 실험장

치의 주요 기기와 순환 유로를 미믹으로 표시하고, 그 위에 관련된 기기의 상태와 

중요 지시값을 표시하여 운전원이 쉽게 실험장치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 화면의 크기는 1580×1005mm이고, 추후 수정이 용이하도록 25×

25mm 크기의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각 기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램프는 Run(Red), Stop(Green), Fault(Yellow) 3 가지로 표시되도록 제작하 다. 

Overview 화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질소공급 및 방출계통

        탱크로리를 통해 질소가스 탱크로 공급되는 가스라인, 질소가스 탱크, 질소

가스탱크에서 압력용기 및 시험대로 공급되는 가스 라인으로 구성되며, 회

색으로 컬러링하 다. 또한, 안전밸브(PSV)와 압력조절밸브를 통해 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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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라인은 녹색으로 컬러링하 다.   

     ② 압력용기 및 시험대

        고온 고압의 냉각수가 들어있는 압력용기와 방출 실험시 냉각수가 방출되

는 시험대로 구성되며, 갈색으로 컬러링하 다.  

     ③ 고온/고압의 순환유로

        압력용기 상단의 출구측에 연결된 펌프, 히터, 열교환기를 거쳐 압력용기 

하단의 입구측으로 순환되는 고온, 고압의 냉각수 순환 유로로 붉은 색으로 

컬러링하 다. 

     ④ 기타 응축수 계통

        방출된 압력용기의 냉각수를 응축하는 응축수조 및 배출라인, 순수 공급라

인 등은 하늘 색과 파란 색으로 표시하 다. 

그림 5.3 Overview 화면

Overview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운전원이 쉽게 실험장치의 이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경보창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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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소가스탱크 고압(GT-210/220 Pressure)

    - 냉각수 히터 고온관 고온(HE-110/120/130 Temp)

    - 압력용기 고압(PV-110 Pressure)

    - 압력용기 고온(PV-110 Temp)

    - 압력용기 수위(PV-110 Level)

    - 보조 질소가스탱크 고압(GT-230 Presure)

    - 질소가스 히터 고온관 고온(HE-210/220 Temp)

    - 트레이스 히터 고온(Trace Heater Temp)

    - 보일링 커버 이상(Boiling Curve) : 과냉 경보

    - 기포율 이상(Gamma Densitometer)

나. 터미널 하우징

         주제어실에 설치되어 있는 터미널 하우징에는 PLC 장치, DAS 장치, 

Isolator, 전원장치, 그리고 각종 터미널 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하우징의 크기는  

1800×1200×2100mm 이며, 전면부 상단에는 Overview 화면을 설치하 다. 그림 

5.4는 터미널 하우징의 정면도와 측면도를 나타낸다.  

그림 5.4 터미널 하우징 정면도 및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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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원 데스크

         운전원 데스크는 실험장치 운전, 데이터 취득장치(DAS)운전, 그리고 기포

율 측정 운전을 위한 모니터가 설치된 타원형 벤치타입으로 제작하 다. 데스크 중

앙에는 비상시에 실험장치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스위치를 설치하

다. 설치된 비상 정지스위치를 개시하면 다음과 같은 기기가 작동된다. 

    - Main Heater Stop(HE-110/120/130 Stop)

    - N2 Gas Heater Stop(HE-210/220 Stop)

    - N2 Gas Supply Valve Close(SV-205 Close)

    - N2 Gas Tank Inlet Valve Close(SV-203/206 Close)

    - Tracing Heater Stop(HE-230/240, HE-10 Stop)

    - Main Pump Stop(CP-110 Stop) 

운전원이 개시한 비상정지 스위치 신호는 관련 기기와 하드와이어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LC를 거치지 않고, 관련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운전원 데스크 구

성은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운전원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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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C 제어장치

      PLC는 현장의 센서신호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실험장치 운전에 필요한 모

든 제어를 담당한다. PLC는 운전원 화면(MMI)이 설치된 컴퓨터와 이더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현장의 센서나 구동기들과는 하드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다. PLC의 

신호 연계는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 도구

            PLC에 제어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MMI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  

            고, PLC와 전용 통신(ProfiBus-DP)을 통해 연결된다. 

② 운전원 연계(MMI) 화면 

   실험장치를 운전하기 위한 화면으로 MMI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이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는 이더넷을 통해 PLC의 CPU 모듈과 연  

   결된다.

③ Overview 화면 

          실험장치의 운전상태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대형화면으로 이 화면에 표  

          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PLC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모듈과 연결된다.  

        ④ 센서  

           현장의 센서신호는 PLC의 아날로그 입력모듈과 직접 연결된다. 

        ⑤ 구동기 

           현장에 설치된 펌프, 밸브, 히터 등의 구동기는 PLC의 출력모듈과 직접 

    연결된다. 

가. PLC 하드웨어 구성

         PLC는 지멘스(SIEMENS)사의 S7 모델로 그림 5.6과 같이 터미널 하우징 

D Panel에 설치되어 있으며, CPU 모듈,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디지털 입/출력 모

듈, 그리고 통신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7은 설치된 이들 PLC의 구성을 나타

낸다. 그림 5.7에서 PLC #1은 메인 베이스로 CPU 모듈, CMM 모듈, 그리고 I/M 

모듈이 설치되어 있다. CPU 모듈은 실험장치의 제어논리를 실행하며, CMM 모듈

은 컴퓨터와 이더넷 통신을 담당한다. 그리고 I/M 모듈은 하부 입/출력 모듈이 설

치된 PLC와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모듈이다. 표 5.11은 입/출력 모듈의 구성을 

나타낸다. 표에서 Overview용 PLC(PLC#5∼#7)는 대형화면에 설치된 지시계와 상

태 램프를 표시하기 위한 디지털 출력 및 아날로그 출력모듈을 내장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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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의 디지털 출력모듈은 기기의 상태나 경보 등을 표시하고, 아날로그 출력모듈

은 대형화면의 지시기와 연결되어 온도나 압력, 수위, 밸브 개도량 등과 같은 지시

값을 표시한다. PLC 출력모듈을 사용하여 대형화면 지시기와 램프를 구동한 이유

는 대형화면의 표시되는 값과 운전원 화면에 표시되는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5.6 PLC 설치도면(터미널 하우징 D Panel)



- 68 -

그림 5.7 설치된 PLC의 구성도

표 5.11 PLC 입출력 모듈의 구성

종류 제어용 모듈 수 Overview용 모듈 수 Total

DI 5 0 5

DO 2 6 8

AI 4 0 4

AO 4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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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PU 모듈 

         CPU 모듈은 입/출력 모듈 및 통신모듈을 관장하여 프로그램된 제어로직

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설치된 CPU 모듈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모델 : S7 CPU414-2DP

         - 사양 

           ․ 32bit 80386EX

           ․ I/O Discrete Point : 65536

           ․ I/O Analog Words : 4096

           ․ Memory : 128Kb

           ․ Execution Times : Bit/Word/Fixed Point : 0.1μs

                                Floating Point Operation : 0.6μs

           ․ ET200M DP Interface Module & RS-485 Bus Connector Including  

               

다. 아날로그 입력 모듈

         아날로그 입력모듈은 현장의 센서신호를 취득하기 위한 모듈로 현장에서 

오는 센서신호 중 DAS와 공유되는 센서는 신호 분리기(Isolator)를 거쳐 1∼5Vdc 

전압으로 입력된다. DAS와 공유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센서신호는 4∼20mA 전류

신호로 연결된다. 또한, 아날로그 입력모듈은 현장에 설치된 열전대 온도계측기의 

신호를 보상도선을 통해 취득한다. 아날로그 입력모듈에 연계된 모든 신호는 

differential type을 사용하 으며, 실드선을 신호 접지로 연결하 다. 아날로그 입력

모듈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모델 : SM 331

         - 사양 

           ․ 8pt/Module

           ․ 12bit Resolution

           ․ Inpu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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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mA/25Ω, 1∼5V/100KΩ, ±10V/100KΩ

               - T/C Type E, N, J, K/10MΩ

               - Pt100 Standard/10MΩ  

           ․ Accuracy : ±1% 이내 

           ․ Sampling Time : 20ms

           ․ Isolation Tested at 500Vdc

라. 아날로그 출력 모듈

         아날로그 출력모듈은 비례제어밸브, 히터, 펌프 등으로 연속적인 제어신호

를 출력하는 모듈과 Overview 화면의 디지털 지시기로 정보를 출력하는 모듈로 구

분하여 설치되어 있다.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모듈은 differential type으로 구성하

으며, 4∼20mA 전류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나 Overview 화면의 디지털 지시기로 출

력되는 신호는 single-ended type으로 구성하 으며, 1∼5Vdc 전압을 출력한다. 아

날로그 출력모듈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모델 : SM 332

         - 사양 

           ․ 4pt/Module

           ․ 12bit Resolution(11bit + sign)

           ․ Input Type

               - 4∼20mA/25Ω, 1∼5V/100KΩ, ±10V/100KΩ

           ․ Accuracy : ±0.5% 이내 

           ․ Conversion Time per Channel : 0.8ms

           ․ Isolation Tested at 500Vdc

마. 디지털 입/출력 모듈

         디지털 입력 모듈은 기기나 구동기의 작동상태를 취득하고, 디지털 출력

모듈은 이들을 작동시키는 신호가 출력된다. 실험장치는 고온/고압으로 운전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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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운전원의 부주위로 운전조건이 되지 않은 기기나 구동기가 작동될 경우 큰 위

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기를 작동시키는 디지털 출력

모듈은 현장의 센서신호 및 주변 기기의 작동상태와 연동되어 있어, 동작조건에 부

합될 경우에만 작동되도록 설계하 다. 또한, 디지털 출력모듈은 Overview 화면의 

램프와 연결되어 실험장치의 상태를 표시한다. 디지털 입/출력 모듈의 사양은 다음

과 같다. 

         - 모델 : SM 321(D/I Module), SM 322(D/O Module)

         - 사양 

           ․ 16pt/Module

           ․ Optocoupler Isoaltion 

           ․ Input & Output Voltage : 24Vdc

3. 제어로직 설계

     실험장치의 운전모드는 압력용기 및 질소탱크 충전 운전, 실험 온도 및 압력

에 도달하기 위한 가열운전, 시험운전, 과온/과압시 냉각 운전모드로 구분하 다. 이

들 각 운전모드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궨스 및 루프 제어로직을 설계하여 

PLC에 구현하 다. 

가. 압력용기 및 질소탱크 충전운전 

         탱크로리의 질소가스를 질소탱크로 충전하고, 압력용기 및 배관에 냉각수

를 충전하기 위한 운전모드로 공급라인에 설치된 밸브 및 기기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구현하 다. 주요 제어로직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스부스터와 바이패스 밸브(SV-202) 연동

          - 압축공기 공급밸브(SV-201) Open시 가스 부스터 작동 개시

          - 압축공기 공급밸브(SV-201)와 바이패스 밸브(SV-202)를 연동시켜 동

     시에 두 개의 밸브가 Open 되는 것 방지 

② 가스 공급밸브(SV-203/206) 연동

          - 가스탱크 GT-210/220의 압력 값과 가스 공급밸브(SV-203)를 연동

    시켜 GT-201/220의 압력이 운전원이 설정한 압력 값보다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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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SV-203 Close

          - 가스탱크 GT-230의 압력 값과 가스 공급밸브(SV-206)를 연동      

    시켜 GT-230의 압력이 운전원이 설정한 압력 값보다 높아지면 자     

             동으로 SV-206 Close

       ③ 배출(Vent) 밸브(SV-204/207) 연동

          - 질소가스탱크(GT-210/220)의 압력이 고 설정치(high trip setpoint)

     에 도달하면 SV-204 자동 Open 및 경보 발생 

          - 질소가스탱크(GT-230)의 압력이 고 설정치(high trip setpoint)에 도   

            달하면 SV-207 자동 Open 및 경보 발생 

④ 압력용기 충수를 위해 순수 공급밸브(SV-101) 연동

          - 압력용기내에 순수가 운전원이 설정한 수위에 도달하면, SV-101 자   

             동 Close

          - SV-101 Open 시 압력용기 입구측 밸브(SV-105) 자동 Open

나. 가열 운전

         충수된 압력용기 냉각수를 실험온도까지 가열하고, 충진된 질소가스탱크

(GT-210/220)를 이용하여 압력용기의 압력을 실험압력까지 가압하는 운전모드이다. 

이 운전모드에서는 승온시 과냉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시간당 50℃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제어로직을 구현하 다.  

① 메인 펌프(CP-110) 연동

  - 압력용기 출구측 밸브(SV-102/103/104) 중 SV-104 밸브 Open시 

CP-110 작동

           - CP-110 작동시 펌프 냉각수 공급밸브(SV-106) 자동 Open

② 메인 히터(HE-110/120/130) 연동

           - 메인 펌프(CP-110) 작동시에만 메인 히터(HE-110/120/130) 작동

           - 메인 히터 작동시 압력용기 입구측 밸브(SV-105) 자동 Open

③ 압력용기 온도제어 

    - 압력용기내 냉각수를 실험온도까지 승온시키기 위해 메인 히터

             (HE-110/120/130) PID 연속제어

           - MMI 히터 제어화면에서 압력용기 최종 target 온도를 입력하고, 

Cascade Mode로 설정하면, HE-110/120 히터는 시간당 50℃ 가열율

로 자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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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할 경우 HE-130을 수동모드로 두고 제어량 입력

           - PID를 사용한 히터 자동제어시 운전원은 MMI 히터 제어화면에 표시

된 T/C Spool Piece를 선택하면 선택된 T/C 값을 평균하여 Plant 

Value(PV)로 사용 

           - 가열시 압력-온도 곡선의 과냉도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경보 발생

④ 압력용기 압력제어 

   - 압력용기 압력을 실험 압력까지 승압하기 위해 질소가스 공급 밸브

(SV-205)를 압력용기 압력과 연동. 압력용기 설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SV-205 자동 Close

           - 압력용기 과압 방지를 위해 운전원이 설정한 압력 값을 초과할 경우 

질소가스 방출밸브(PCV-101) 자동 Open되고, 설정치 보다 5bar 이하

로 떨어지면 자동 Close

⑤ 질소가스 주입 시험을 위해 시험대 공급용 질소가스 배관 및 시험대 트

레이싱 히터(HE-230/240/310) 자동 온도 제어 

다. 시험 운전

         시험운전은 압력용기의 온도와 압력이 실험조건에 도달한 상태에서 냉각

수 순환유로의 히터와 펌프를 정지시키고, 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측 밸브를 차단하

여 압력용기를 격리시킨 후 순간방출밸브(QOV-301)를 개방하여 방출실험을 수행한

다. 이때, 압력용기의 압력은 질소가스 가압을 통해 실험조건의 압력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시험대로 질소가스를 공급해야 할 경우는 실험조건으로 질소가스 유량

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① 순간방출밸브(QOV-301) 연동 

   - 방출실험시 고온/고압의 냉각수가 압력용기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원이 설정한 압력용기 수위보다 낮아지면 자동으로 

QOV-301 Close

          - 연동된 수위계측기는 Radar 수위계측기(LT-102) 

② 질소가스 공급밸브(SV-205) 연동

          - 방출실험시 불필요한 질소가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원이 설정한 

압력용기 수위보다 낮아지면 자동으로 SV-205 Close

          - SV-205의 연동 설정값은 QOV-301 보다 약 20cm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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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시작 버턴의 연동

          - 운전원 화면에서 실험시작 버턴을 클릭하면, SV-205 밸브와 QOV-301 

밸브가 자동 Open 

④ 압력용기 압력제어

          - 실험조건에 따라 운전원이 PCV 밸브(PCV-201-1/2/3/4) 중 하나를 선

정하면, 선정된 밸브는 설정된 압력에 따라 자동 압력제어 

          - 이때, 압력제어를 위한 Plant Value(PV)는 압력용기 하단 압력 사용 

⑤ 질소가스 유량제어  

   - 실험조건에 따라 운전원이 유량 설정치를 입력하면 FCV 밸브는 설정

된 유량에 따라 자동 유량제어 

          - 이때, 유량제어를 위한 Plant Value(PV)는 FCV 후단 오리피스 차압을 

사용 

라. 과온/과압시 냉각운전

         시험 후 압력용기의 고온/고압 상태를 상온/대기압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

전으로 설계시에는 주순환 배관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강제 감온하기로 설

계하 지만, 구현시에는 이들 로직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에서 감온되도록 하 다. 

따라서, 시험 후에는 질소가스 방출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용기의 압력을 감압한 후 

연동에 의해 Close된 순간방출밸브를 Open하여 냉각수를 완전히 방출한다. 

4. 운전원 연계화면 설계

     운전원 화면은 MMI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더넷을 통해 PLC에서 취득

한 모든 운전데이터를 제공받고, 운전원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조작한 결과를 

PLC로 전달하여 해당 밸브나 펌프 등을 작동시킨다. 

가. MMI 소프트웨어 구성 

         MMI 소프트웨어는 운전원 화면을 설계하는 도구로 MMI 컴퓨터에 설치

되어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각 운전모드에 따른 운전화면을 구성하고, 운전원은 

구성된 화면을 통해 실험장치를 조작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원이 화면의 구성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는 MMI 소프트웨어에서 그 화면을 수정한 후 이를 실행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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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실험장치에 가용된 MMI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PLC와 가장 잘 호환되는 소프

트웨어인 Wonder Ware사의 InTouch 모델을 사용하 다. 이 소프트웨어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모델 : InTouch Version 7.1(Wonder Ware 사)

         - 사양 

           ․ 5000 Tags, Development

           ․ Siemens DDE I/O Servers

           ․ Networking 지원

           ․ ODBC Driver

           ․ Real Time Trending

           ․ Multi Pen Trending

           ․ Historical Alarm

           ․ Reports 지원

           ․ Tag Database

나. 운전원 화면 

         MM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운전원 화면은 전체 운전화면, 압력

용기 및 질소탱크 충진 운전화면, 가열 및 가압 운전화면, 시험 운전화면 등으로 크

게 나누어 구현하 다. 보다 상세한 제어화면을 위해 각 운전화면에서 특정 기기를 

선택하면 팝업으로 그 기기에 대한 상세 제어화면이 나타나도록 구현하 다. 또한, 

운전결과 분석을 위해 중요 운전 데이터를 Trend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 다. 그림 

5.8은 구현된 전체 운전화면을 나타내고, 그림 5.9는 구현된 Trend 화면을 나타낸

다. 

  모든 운전화면은 단순한 색상을 사용하여 비상시 운전원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

록 설계하 으며, 중요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

형 Overview 화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하 다.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표준 공학적 단위를 사용하고, 모든 변수는 0.5초 이내에 update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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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화면의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체화면 및 상세화면

          실험장치의 상태를 판단하기 쉽게 전체를 표시하는 화면과 소 그룹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한 화면으로 구성하 다. 

- 전체 화면

- 질소가스 탱크 상세화면

- 주순환 상세화면

- 압력용기 상세화면

- 시험대 상세화면

② Alarm 화면 

          기기의 고장 및 Alarm List를 표시하는 화면

③ Event 화면 

          기기 운전 사항 및 제어변수 수정 등 Event List를 표시하는 화면

④ System Configuration 화면

         제어 시스템의 구성도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PLC 및 I/O Server의 상태, 

  Network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화면

⑤ Large Historical Trend 화면 

          선택된 Trend의 시간 및 Range 등을 변경하면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

   기까지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

⑥ Small Historical Trend 화면 :

          전체화면 등에 Pop up시켜 Trend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화면

⑦ Instrument 선택 화면 :

          실험장치내 그룹별 또는 AI Module별, 특성별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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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구현된 전체 운전화면

그림 5.9 구현된 Trend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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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DAS 장치

       데이터 저장장치(DAS)는 실험 후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동안 발생

되는 다음과 같은 중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한다. 

    ① 압력용기 

          - 온도 : TE-113

          - 압력 : PT-102

          - 수위 : LT-101/102

② 시험대 

          - 모든 압력신호 : P0 ∼ PL(18개) 

          - 모든 온도신호 : TG1 ∼ T4(7개)

          - 유량 : FT-301

③ 질소가스 공급라인

          - 온도 : TE-206

          - 유량 : FT-202

          - 압력 : PT-205

  DAS는 기본적으로 이들 신호를 40ms 단위로 취득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사용

자 화면에서 쉽게 이 시간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DAS와 PLC에 공용

으로 사용되는 압력, 유량, 수위계측기 신호는 신호분리기를 통해 4∼20mA 전류신

호로 각각 입력된다. 

  DAS에서 취득된 데이터는 Excel 파일 포맷으로 DAS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

장되도록 설계하 기 때문에 실험 후 사용자는 Excel을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

할 수 있다. DAS 컴퓨터는 이더넷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공유하도록 설계하

다. 

1. DAS 장치 구성 

     DAS는 실험장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컴퓨터의 화면에 

나타나게 함과 동시에 이를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를 위해 모든 화

면은 GUI환경으로 구성되며, 마우스를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DAS는 DAS용 컴퓨터, 개발용 소프트웨어 도구(LabView), DAS 장비(VXI), 분

석용 도구(Excel)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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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장비에는 데이터 취득을 위해 아날로그 입력모듈, 디지털 입력모듈, T/C 

입력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DAS 컴퓨터와 연결되기 위한 인터페이스 카드가 설

치되어 있다. 이 장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모델 : VXI System

         - Flexframe VXI-1200 Universal Europe 240V

           ․High-Performance flexible VXI/VME Mainframe

           ․9 Slots

         - VXI-PCI8015 Interface Kit for windows-based PCI PCs

         - VXI-MIO-64E-1 & Software

           ․VXI Multifunction Input/Output module with Analog, Digital, and  

             Timer/Counter Capabilities

           ․1.25MS/s Sampling Time

           ․Channel Independent Programmable Gain

           ․High Speed VXI Direct memory access transfer

         - SCXI-1356 Shield cable assembly

         - SCXI-1001, 12 Slot Chassis

         - SCXI-1100, 32Ch. Multiplexer Amp.

         - SCXI-1102, 32Ch. T/C Amp.

         - SCXI-1162, 32Ch. Optically Isolated Digital Input

 DAS 컴퓨터는 DAS 장비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읽어 오기 위한 인터페이스 카드

가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도구가 설치되어 있다. 개

발도구 소프트웨어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모델 : LabView Full Development

        - 기능 

          ․Controls &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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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O 처리 

          ․Open Connectivity 

        - 데이터 취득 

          ․단일 채널 아날로그 입력 및 출력

          ․Signal Conditioning

          ․Triggering/Timing

          ․Digital Pattern Generation

          ․Digital Handshaking

          ․Edge Detection

          ․Period & Pulse width Measurement 

        - Programming Structure

          ․While & for loops          

          ․Case structure

          ․Sequential structure

    

2. DAS 사용자 프로그램

     LabView를 사용하여 개발된 사용자 프로그램은 데이터 취득 화면, 설정화면, 

그리고 Trend 표시화면으로 구성하 다.  

가. 데이터 취득화면 

         그림 5.10은 데이터 취득화면을 나타낸다. 이 화면은 DAS 메인 화면으로 

정상상태시 이 화면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고, 저장할 수 있다. 이 화면의 “Data 

Logging"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될 파일명을 입력하면 데이터 저장이 시작된다. 

데이터 저장을 멈추고자 할 때는 “Data Logging” 버튼을 다시 한번 더 클릭하면 

데이터 저장이 종료된다. 생성되는 데이터 양을 고려해서 최대 데이터 저장시간은 

1,680초(28분)으로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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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DAS 데이터 취득화면

     나. 설정화면

         그림 5.11은 설정화면을 나타낸다. 이 화면은 DAS 프로그램의 환경을 설

정하는 화면으로, 데이터 취득빈도(Sampling Rate), 저장 위치 및 파일명, 상한 및 

하한 제한치, 게인 및 옵셋(Gain & Offset)을 설정할 수 있다. 

 데이터 취득빈도는 초당 스캔수를 나타내며, 100ms 샘플링 타임을 원할 경우 10

을 입력하면 된다. 데이터 취득빈도를 변경한 후에는 반드시 “Apply Button”을 클

릭해야만 변경된 값이 적용된다. “Apply Button”을 눌러 데이터 수집을 재 시작하

면 기존에 그래프에 표시되었던 값은 모두 사라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시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사용

할 경우, "Path"에 파일의 전체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해야 한다. 

 센서로부터 취득된 신호의 Range를 변경할 경우, low limit와 high limit의 값을 

변경하면 된다. 센서에서 취득된 신호의 이득과 바이어스를 교정하고자 할 경우는 

하한치에서 상한치까지 스텝으로 센서신호를 인가한 후 기울기와 바이어스 값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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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이 값을 Gain과 offset에 입력해야 한다. 센서를 교정할 경우 반드시 게인과 

옵셋을 조정해야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 게인과 옵셋을 변경하 을 

경우 반드시 DAS 운전 매뉴얼의 “프로그램 수정부분”을 참조하여 수정하여야 한

다. 

그림 5.11  DAS 설정화면

     다. Trend 표시화면

         그림 5.12는 Trend 화면을 나타낸다. 이 화면은 DAS에서 취득된 데이터

를 Trend로 표시해주는 화면으로, 실험장치의 각 그룹별로 Trend를 표시할 수 있

도록 구성하 다. 그래프 우측 상단에는 현재 취득된 데이터가 표시되고, 하단의 스

크롤바를 이용하면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볼 수 있다. 최대 저장할 수 있

는 길이는 8192개로 초당 10번으로 스캔했을 경우 악 13.6분간 저장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 83 -

그림 5.12 DAS Trend 표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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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기 계통

제1절 전원 및 접지

1. 전원 공급

      본 실험장치에 사용되는 전원은 엔지니어링동에 있는 주 전원 패널의 440V 

3상 전원을 사용하며, 이 전원을 실험 장치내에 있는 전원 패널에서 분배하여 관련 

기기에 적용하도록 제작하 다. 그림 6.1은 공급 전원 및 전원 분배를 간략하게 나

타내고 있다. 

그림 6.1 공급 전원 및 전원 분배도

실험장치 각 기기별 사용 전원은 다음과 같다.  

        ① 440VAC, 3상 전원

           - 주 순환펌프(C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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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터(HE-110/120/130/210/220)

        ② 220VAC, 단상전원

           - Tracing Heater(HE-230/240/310)

           - Computer  & Monitor 

           - PLC

           - DAS

           - 계측기기류

           - Valve류

           - 신호처리기기류(Isolator)

2. 접지

      본 실험장치의 접지는 IEEE 1050의 원자력발전소 접지 기준을 사용하여 시

공하 다. 접지에 대한 시공 개략도는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전원 및 신호 접지 개략도

그림에서처럼 접지는 전원접지와 계측제어 신호접지를 분리하여 전원 잡음에 의해 

신호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 다. 실험장치의 구조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전

원접지에 연결하 고, 전원접지와 계측제어 신호접지는 접지저항이 각 10Ω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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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하 다.

3. 현장 판넬

      그림 6.3은 현장패널 배치 및 구성을 나타낸다. 현장에는 모두 5개의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LV1 패널은 440V 3상 주 전원을 각 패널에서 사용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분배한다. INV-1 & SCR-1 패널은 주순환 펌프(CP-110)와 메인 히터 

HE-110을 제어하는 인버터와 SCR이 설치되어 있다. 

  SCR-2, 3 패널은 메인 히터 HE-120/130을 제어하는 SCR이 설치되어 있고,   

SCR-4, 5 패널은 보조 히터 HE-210/220을 제어하는 SCR이 설치되어 있다. 

  MCB 패널에는 220V에서 작동되는 Tracing Heater(HE-230/240/310),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제어하는 릴레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6.3 현장패널 배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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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케이블 및 트레이

1. 케이블

      실험장치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그림 6.4와 같은 사양을 가진다. 특히, 열전대

(T/C)는 보상도선의 성능에 따라 온도계측의 오차를 결정하게 되므로 온도 오차가 

적은 HS 타입의 보상도선을 채택하여 ±1.5℃이하의 오차를 갖도록 하 다. 실험장

치에 사용되는 온도 보상도선과 계측용 배선은 모두 1.3mm
2
의 배선을 적용하 다. 

이것은 신호의 전송 중에 발생하는 신호 감쇄를 줄여 전송 라인에서의 오차를 감소

시키기 위함이다. 신호 전송용 배선의 단면적은 두꺼울수록 유리하나 신호특성, 작

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수치로 결정하 다. 모든 배선은 트위스트 쉴드를 

기본으로 하여 드레인(drain) 와이어를 내장하는 형식으로 하 다. 배선의 쉴드는 

신호접지와 연결된다.       

  

2. 트레이

      실험장치에 설치된 트레이는 신호용, T/C 보상도선용, 그리고 전원용으로 구

분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보상도선이나 신호선에 전원 잡음이 발생되는 것을 근본

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트레이는 두껑이 있는 덕터를 사용하며, 덕터의 재

질은 아연도금이고, 두께는 2.3t를 사용하 다. 

  덕터를 전원접지에 연결하여 그 속을 통과하는 신호선을 전원 잡음으로부터 보호

되도록 하 다. 

  그림 6.5와 6.6은 트레이 라우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5는 1층과 2층의 트레이 

라우팅을 나타내고, 그림 6.6은 3층, 4층, 그리고 5층의 트레이 라우팅을 나타낸다. 

  트레이는 제어실 위를 통과하여 터미널 하우징으로 설치된다. 터미널 하우징에서

는 이들 트레이로부터 배선을 분리하여 각 터미널 블록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

다. 

    

  



- 88 -

그림 6.4 케이블 및 보상도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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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1층 및 2층 트레이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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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3층, 4층, 5층의 트레이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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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감마선 도계

제1절 장치 개요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설계중인 일체

형 원자로 SMART에서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하여 배관 파단부를 통하여 비응축가스

가 포함된 냉각재가 방출될 때의 임계유량 실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었다. 실

험장치 시험대 내부에서 형성된 이상유동의 기포율은 임계유량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나, 상용의 측정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자 한다. 감마선 도계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Cobalt-60을 봉선원으로 사

용하며, 시험대 내부의 기포율에 따라서 시험대를 투과하는 감마선의 강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해당 기포율을 측정한다. 작은 직경을 가진 시험대 내부의 기포율은 단일 빔 감마선 

도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감마선 빔의 세기는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감쇠

되는데, 통과된 감마선이 섬광체에 입사되어 측정되는 계수율은 시험대 내부에 있는 작동유체

의 기포율에 비례한다.

제2절 장치 구성

     주요 설계 변수는 시험대의 내경와 두께, 작동유체의 물성치 및 최대 허용 오차이다. 

주어진 시험대 내부의 기포율이 0.1 ∼ 0.8의 범위에서 변할 때, 10% 이내의 허용오차를 가지

도록 감마선 도계가 설계되었다. 감마선 도계는 방사선원, 차폐설비, 방사선 검출기, 신호처

리장치 및 이송장치로 구성되었다.

방사선원은 30 mCi의 방사능을 가지는 Co-60이고, 차폐 계산 결과를 반 하여 반경 15cm, 

높이 30cm의 납으로 제작된 원통형 용기에 봉된다. 봉선원과 검출기의 사용 중에 감마선 

도계를 사용하는 사람과 인근의 일반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피폭량 이하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차폐계산이 이루어졌다. 선원은 적절한 두께의 납으로 봉되었으며, 방사선 검출

기의 측면과 후방 역시 납으로 봉되었다. 

방사선 검출기는 직경 3 인치, 길이가 3 인치인 원통형 NaI(Tl) 섬광체(Scintillator)와 광

증배관(PMT, Photo-Multiplier Tube)의 일체형으로 차폐계산을 통해 적절한 차폐가 이루어

졌다. 신호처리장치는 High Voltage Power Suppy, Preamplifier, Amplifier/TSCA, 

Timer/Counter 및 Minibin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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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장치는 방사선 검출기가 봉선원 용기로부터 발생되는 감마선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

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봉선원 용기와 방사선 검출기를 전후로 이동시킬 수 있고, 감마선 

도계 전체를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다.

설치된 감마선 도계의 사진은 그림 7.1과 같고, 감마선 도계의 개략도는 그림 7.2와 같다.

 

그림 7.1 임계유량실험장치에 사용된 기포율 측정용 감마선 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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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감마선 도계의 개략도

1. 방사선원

   가. 감마선 도계의 측정원리

      감마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 모든 물질은 고유의 값을 가지고 감마선의 세기를 감쇠시

킨다. 물과 같은 액체와 질소와 같은 기체의 감쇠계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체와 액체가 공존할 경우에 통과되는 감마선의 세기의 변화로부터 이상유

체의 기포 분율을 측정할 수 있다.

수직관에서의 기포유동과 같은 이상유동의 경우, 선평균 기공율(α)은 식 (7.1)과 같이 표현

된다.

(7.1) α = 
ln (I / I f )

ln (Ig / I f )

여기서 I, I f와 I g는 각각 이상 유체가 존재할 때, 액체만으로 채워져 있을 때와 기체만으

로 채워져 있을 때의 감마선의 세기를 나타낸다. 빔이 유한한 면적보다는 선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을 때, 위의 식을 사용할 수 있다.

빔 경로에서 기공율의 측정 오차는 측정시간, 선원의 세기, 검출기 단면적, 검출기의 효율, 

액체와 기체의 감쇠상수 및 감마선의 투과 길이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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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원의 세기

      실험장치 시험대 및 방사선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와 측정하고자 하는 기공율의 허

용 오차 범위 내에서 방사능의 세기와 방사선원이 결정된다. 방사선원의 세기를 결정하기 위

한 설계변수는 표 7.1에 열거되었다.

  

표 7.1 방사선원의 세기를 결정하는 설계변수

설계 변수 내용

시험대의 제원

치수: 3/8 인치 Sch. 80

(내경 10. 9mm, 두께: 3.2mm)

최대 빔 통과 길이: 6.681 mm

검출기의 제원 직경 7.62 cm, 길이 7.62 cm인 원통형 검출기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 40 cm

기공율 범위 5 ~ 80 %

최대 허용 오차 5 %

감마선원의 세기는 검출기의 측정 단면적, 시험대의 두께,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 기공율

의 범위, 최대 허용오차 및 예상되는 측정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선원으로는 Co-60 감마선원이 선정되었고, 표 7.1의 설계변수로부터 기준 조건을 만족

시키는 방사능의 세기는 30 mCi로 결정되었다. 기공율 측정의 최대 허용오차는 5 % 이내이

고, 검출기의 측정시간을 늘림으로써 허용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높은 기공율에 대해 보다 정

한 측정이 가능하다.

   다. 방사선원의 형태

      직경과 높이가 각각 7 mm인 원통형 SUS 캡슐에 직경과 높이가 각각 3 mm인 

Co-60 30 mCi 선원이 들어 있다. 이 원통형 캡슐은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납으로 된 선원 저

장용기에 보관되어 있다. 선원 저장용기는 시준기(視準器, Collimato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하는 모터 구동 차폐 셔터를 장착하고 있다. 표 7.2은 방사선원과 선원 저장용기의 사양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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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방사선원과 선원 저장용기의 사양

선원의 제작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원의 핵종 Co-60

선원의 세기 30 mCi

선원의 수량 1 개

선원의 치수 직경 3 mm, 높이 3 mm인 원통형

선원 capsule의 치수 직경 7 mm, 높이 7 mm인 원통형

선원의 container의 치수 반경 15 cm, 높이 15 cm인 원통형

선원의 구동 방법 원격 구동 차폐 셔터

   라. 방사선원의 특성

      선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선원 저장용기 표면의 조사선량률은 최대 1.3787 

mR/hr이다. 저장용기 표면에서 1 m 떨어진 곳에서의 피폭선량률은 0.00031 mSv/hr이다. 선

원이 사용되고 있을 때, 선원은 NaI(Tl) 검출기에 시준(視準, collimation)되며 검출기의 후방 

차폐 벽면에서의 조사선량률은 최대 0.5029 mR/hr이다.

   마. 방사선원의 안전장치

      Co-60 방사선원은 봉선원으로써 SUS 캡슐 안에 들어 있으며, 측면 및 상․하부

층의 두께가 15 cm인 납으로 제작된 저장용기에 의해 차폐되어 있다. 선원을 사용할 때는 원

격 조정에 의하여 차폐 셔터가 구동되어 선원이 시준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선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납 저장용기에 의해 차폐/보관된다.

   바. 방사선원의 배치

      그림 7.3은 감마선원과 관련된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측면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7.4는 감마선원과 관련된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2층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임계유량 실

험장치의 시험대는 전체 실험장치의 중앙에 오도록 배치되며, 선원은 시험대의 옆에 설치된다. 

선원이 사용될 때의 시준 방향은 실험장치의 남동쪽 모서리를 향하게 한다. 그림 7.5는 감마선

원 도계의 구성요소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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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감마선원과 관련된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측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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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감마선원과 관련된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2층 평면도

그림 7.5 감마선 도계의 구성요소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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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방사선원의 구동

      봉선원은 사용되지 않을 때는 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방사선의 사용시에는 

용기에 장착된 회전체가 동작하여 감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ON/OFF 셔터 역

할을 하는 회전체는 축에 모터와 Limit Switch가 설치되었다. 봉선원의 셔터 구동과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ON/OFF 신호는 임계유량 실험장치 MOSAIC으로 전달되어, 원격 제어를 

돕는다.

2. 차폐 설비

   감마선 도계는 방사선원과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차폐를 필요로 하며, 각각에 대한 차

폐 계산이 이루어지고,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원과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차폐가 수행되

었다. 차폐계산은 감마선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와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어 이루어졌고, 임계

유량 실험장치 외부에 대한 선량 평가도 이루어졌다. 

   가. 선원 및 검출기의 차폐 계산

      차폐계산은 감마선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와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어 이루어졌고, 

임계유량 실험장치 외부에 대한 선량 평가도 이루어졌다.

      1) 감마선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감마선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의 차폐 계산은 보수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선원 저

장용기의 표면과 표면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선량율이 계산되었다. 선원 저장용기 표면에

서의 최대 조사선량율은 1.3787 mR/hr이다. 작업종사자가 한 주당 방사선시설에 접근해 있는 

시간을 매우 보수적으로 큰 값인 40시간으로 가정하고 조사선량 대 흡수선량의 비를 1로 가정

할 경우, 1주당 작업종사자가 납 저장용기의 표면에서 최대로 피폭받을 수 있는 등가선량율은 

0.5515 mSv/wk로써 납 저장용기의 차폐 능력은 충분하다. 연간 피폭선량은 28.7 mSv로써 

작업종사자가 납 저장용기에 착하여 작업시간 내내 작업할 경우에도 전신 피폭 허용치 5 

rem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포장 표면에서 1 m 떨어진 곳에서의 피폭선량율은 0.000310 

mSv/hr로 허용치 0.1 mSv/hr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때의 년간 피폭선량은 0.6452 mSv로써 

일반인의 피폭선량한도인 1 mSv (=0.1 rem)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감마선원이 사용되는 경우

         감마선원이 사용되는 경우 NaI(Tl) 검출기의 측면부와 후방의 시준기 입체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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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역에서는 차폐물질을 이용한 충분한 차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계유량 실험장치

의 시험대 내부의 기포율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원이 시준되고, 선원으로부터 등방성으로 

방출된 감마선은 최소 두께 3.2 mm의 SUS 관을 통과한 후 NaI(Tl) 검출기로 입사하게 된

다. 선원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시준기에 의한 입체각 내의 역에서는 선원 저장용기에 의한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NaI(Tl) 검출기의 측면부 및 후방에서의 별도의 차폐가 필요

하게 된다. Buildup factor를 이용하여 선원용기 차폐와 동일하게 검출기 후방에 필요한 차폐 

계산을 수행할 수 있지만, NaI(Tl) 검출기 측면에 필요한 차폐 계산을 수행할 수 없다. 

NaI(Tl) 검출기 측면에 대한 차폐 계산과 후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차폐 계산을 위하여 

MCNP 코드를 이용한다. 

검출기 측면과 후면을 통하여 빠져나오는 감마선 flux를 계산하기 위하여 Monte Carlo 

Method를 사용하 다. 사용한 코드는 MCNP 코드(A General 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Version 4B)이고, 검출기의 차폐를 위해 14개의 Cell로 구분되었다. 그림 

7.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마선이 입사되는 정면을 2개의 cell로, 측면을 9개의 cell로, 그리고 

검출기 후면을 3개의 cell로 구분하여 각 cell에서 빠져나오는 감마선 flux를 여러 에너지 구간

에 대하여 계산하 다. 검출기 측면 및 후방에서의 감마선 flux를 구하기 위한 Monte Carlo 

계산시, 입사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보수적으로 1.33 MeV로 가정하 다.

그림 7.6 검출기 차폐물의 단순화된 형상과 MCNP 계산을 위한 Nodalization

검출기의 차폐물 표면에서 최대 조사선량을 보이는 곳은 B1 셀이고, 조사선량은 0.5029 

mR/hr이다. 이 선량을 기준으로 주당 선원 운용기간을 10시간으로 가정하고 작업종사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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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최대로 피폭받을 수 있는 등가선량율을 계산하면, 선량률은 

최대 0.2012 mSv/week로써 사용시설의 차폐능력은 충분하다. 연간 피폭량은 10.46 

mSv(=1.046 rem)로써 작업종사자가 검출기의 후방에 착하여 작업시간 내내 작업할 경우에

도 년간 전신 피폭허용치 50 mSv(=5 rem)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임계유량 실험장치 외부의 선량 평가

         그림 7.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계유량 실험장치가 설치될 장소의 폭은 8.4 m이

고, 너비는 6.6 m이며, 높이는 14 m이다. 방사선원은 실험장치의 중앙에 설치되며,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주변에는 비작업종사자의 접근이 차단된다.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최단거리는 정남

쪽 위치이다. 신장이 2 m인 일반인이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정남쪽에 접근해 있을 경우, 

Co-60 선원으로부터 일반인까지의 최단거리는 3.45 m이다. 주당 40시간을 어떠한 일반인이 

실험장치의 정남쪽에 접근해 있을 경우, 이 사람이 한 주 동안 받게되는 선량은 식 (7.2)과 같

이 계산된다.

(7.2) Ht = H1⋅(
L1
L
)
2
⋅t1 + H2⋅(

L2
L
)
2
⋅t2 

여기서 H1과 H2는 각각 선원 저장용기 표면과 검출기 후방에서의 최대선량이고, 

L1 , L2과 L 은 각각 선원으로부터 선원 저장용기 표면과 검출기 후방까지의 거리 및 실

험장치에 가장 근접한 일반인까지의 거리이며, t 1과 t 2는 주당 작업시간 중 선원 가동시간 

및 비가동시간을 나타낸다. 

보수적인 계산을 통해서도 선량 계산결과는 일반인의 년간 허용피폭선량 1 mSv를 초과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선량계산에 적용된 것처럼 일반인이 선원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실험시간 내내 접근해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일반인이 받게 될 선량은 

0.525 mSv보다 훨씬 적은 값이 될 것이다. 

   나. 감마선 도계의 차폐 설계

      선원은 감마선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차폐 계산 결과를 반 하여 선원은 

봉선원 형태로 설계되었다. 또한 감마선원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차폐 계산 결과를 반 하

여 방사선 검출기가 설계되었으며, 납 차폐물이 검출기를 원통형으로 감싸도록 제작되었다.

선원 봉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7.7과 같다. 봉선원은 표면이 SUS로 둘러싸인 납 저장용

기의 중앙에 들어있다. 봉선원을 중앙에 위치시킨 후 텅스텐 봉과 봉선원 커버로 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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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봉선원의 개략도

원을 봉/고정시켰다. 납 저장용기 내부의 한쪽 편에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회전체가 위

치하여 봉선원의 개폐를 조작할 수 있다. 회전체는 위치가 고정된 후 회전체 커버에 의해 

봉되며, 회전체의 상부에 모터가 연결되어 회전함으로써 봉선원의 차폐 셔터 역할을 할 수 

있다. 회전체의 상부에는 Limit Switch가 설치되어 있어, 회전체의 상태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다.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차폐 설비는 그림 7.8과 같다. 방사선 검출기가 SUS로 둘러싸인 납

으로 차폐되었다. 감마선이 입사하는 검출기의 전방과 측면은 20 mm, 후방은 50 mm 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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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가 이루어졌으며, PMT base와 신호처리장치를 연결하는 전원공급장치와 신호선이 관통

하는 구멍이 검출기 차폐설비의 끝 부분에 뚫려 있다.

그림 7.8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차폐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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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검출기와 신호처리장치

   방사선 검출기는 섬광체(Scintillator)와 광증배관(PMT, Photo-Multiplier Tube)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방사선 검출기는 섬광체와 광증배관이 일체형을 이루고 있으며, 광증배관 

Base를 통해 신호처리장치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신호처리장치는 고전압공급장치, Preamplifier, Amplifier/TSCA(Timing Single Channel 

Analyser), Timer/Counter와 Minibin으로 구성되었다. 신호처리장치의 배치는 그림 7.2에 

나타나 있다.

감마선 도계는 방사선 계수가 주 목적이므로 Anode Singal을 사용한다. Anode에서 발

생된 Negative pulse는 Preamplifier와 Amplifier/TSCA를 거쳐 Counter로 입력된다. 

Preamplifier는 Anode 신호의 진폭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SCA는 원하는 전압 역의 

방사선 신호만을 걸러내어 NIM logic 신호로 바꾸어 줌으로써 Noise 및 자연 방사선에 의한 

오차 발생을 최소화한다. SCA에서 출력된 TTL 신호는 Counter에서 사용자가 정한 시간 간

격 동안 개수를 세고,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다. 컴퓨터에서 Counter를 제어하기 위한 비주

얼 베이직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여러 경우의 방사선 계수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증폭된 Counter 신호의 분석을 위해 MCA(Multi-Channel Analyzer)가 사용되었다.

   가. 방사선 검출기 [ORTEC Model 996]

      감마선 도계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선 검출기는 NaI(Tl) 단결정을 이용한 섬광검출

기이다. 본 감마선 도계에 사용된 섬광체는 BICRON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재질은 NaI(Tl)

으로써 감쇠 상수(Decay constant)가 0.23μs이고, 전환 효율(Conversion efficiency)은 100 

%이다. 섬광체 결정은 직경 3 인치, 두께 3 인치의 원통형이며, 방사선이 입사되는 후방에 직

경 3 인치의 PMT가 부착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하우징(Al housing)으로 결합되어 있다. 일

체형 방사선 검출기의 후방에 PMT base[ORTEC Model 266]가 설치되어, High Voltage 

Power Supply, Anode Signal 및 Dynode Signal을 신호처리장치에 연결한다. 감마선 도

계에 쓰이는 Anode Signal은 Rise time이 2.1 ns, Pulse width가 3.2 ns, Transit time이 

38 ns의 신호 특성을 가지며, NaI(Tl) 섬광체를 사용한 감마선 계측에 적합하다.

   나. 고전압공급장치 [ORTEC Model 556]

      고전압공급장치(High Voltage Power Supply)는 방사선 검출기의 PMT를 구동시

키기 위해 고전압을 공급하는 장치로 ±3kV까지의 Bias 전압을 걸어줄 수 있으며,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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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에 사용되는 사용전압은 약 1.0 kV 내외이다.

   다. Scintillation Preamplifier [ORTEC Model 113]

      Preamplifier는 NaI(Tl) 검출기의 Anode에서 발생된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다. Preamplifier의 입력성능(Input Capacity)은 0, 100, 200, 500, 1000 pF에서 선택 가능하

다. 감마선 도계에 주로 사용되는 입력성능은 100 pF이다.

   라. Amplifier and  Single-Channel Analyzer [ORTEC Model 590A]

      Amplifier/TSCA는 Amplifier와 TSCA의 역할을 수행한다. Amplifier는 

low-noise shaping amplifier로써 Preamplifer에 의해 예비로 증폭된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 

신호를 내보내주고, TSCA는 timing single channel analyzer로써 TTL 신호를 내보낸다.

   마. Timer and Counter [ORTEC Model 996]

      Timer and Counter는 100 MHz, 8-decade counter와 blind preset timer의 역할

을 한다. Counter는 TSCA에서 출력된 TTL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 동안 계수를 하고, LCD

로 내보낸다. 또한 RS232C 통신옵션[ORTEC Model 99X-1]을 선택하여 PC를 이용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바. MCA Analyzer [ULS 1202]

      NIM bin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Parallel port를 이용하여 PC와 interface를 

한다. Analyzer software는 ULS1202 전용 프로그램으로 각 핵종에 대한 Peak search와 

Energy calibration 및 Peak의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PC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사. Minibin and Power Supply [ORTEC Model 4006]

      Minibin and Power Supply는 고전압공급장치, Amplifier/TSCA 및 

Timer/Counter가 설치될 장소를 제공하며, 전원을 공급한다. Minibin은 작은 규모로 편리하

며, Single-width NIM module을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6 V, ±12 V 및 ±24 V

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2개의 Preamplifier까지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아. Counter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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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232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Counter 제어 프로그램이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되어, 

산업용 PC에서 구동된다. Counter 제어 프로그램은 정해진 시간과 횟수만큼 측정이 가능하도

록 만들어졌다.

4. 감마선 도계용 이송장치

   이송장치(Traverse System)는 시험대를 기준으로 하여 봉선원 용기를 전후로 400 

mm 이상 이동시킬 수 있고, 방사선 검출기를 전후로 1500 mm 이상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

로써 방사선 검출기가 봉선원 용기로부터 발생되는 감마선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감마선 도계 전체를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감마선 도계용 이송장치는 그림 7.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판 위에 레일이 깔려 있고, 그 위

에 봉선원을 담은 용기가 놓여 있어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검출기는 판에 고정된 

Aluminium Profile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인다. 또한 판 전체는 타이밍 벨트에 의해 

모터에 연결되어 상하로 이동된다.

제3절 감마선 도계의 교정

1. 방사선 검출기의 신호분석

   Oscilloscope를 이용한 신호분석을 통해 검출기, Preamplifier 및 Amplifier/TSCA의 

출력신호가 건전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 다. PMT의 negative pulse의 감쇠시간은 

250ns 정도이고, 신호 대 노이즈의 비가 매우 우수하 다. 이로써 NaI(Tl) 및 PMT가 정상적

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IM bin module형 MCA(ULS1202)를 이용하여 Counter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은 결과로

부터 신호처리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7.9는 MCA를 이용한 전형적인 신호처리 결과이다. Preamplifier의 입력은 100 pF, 

고전압공급은 0.83 kV, Amplifier의 Fine Gain은 8th, Coarse Gain은 50, Output은 Binary 

Positive output이었다. 그림 7.9의 결과는 기존 다른 실험에서 수행되었던 스펙트럼 분석결과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감마선 도계를 이용한 계측 신호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낮은 에너지 역에서의 높은 Count 수는 Noise에 의한 향으로 Counter를 이용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신호이다.

또한 물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감마선 도계의 신호변화를 관찰하 다. 그림 7.10은 시험대 내

부 물의 존재 여부에 따른 신호변화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100초 동안의 총 Count 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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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MCA를 이용한 신호처리 결과

그림 7.10 시험대 내부 물의 존재 여부에 따른 신호변화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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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가 없는 경우에 2536834, 파이프만 있는 경우(기공율 = 1)에 1967428, 파이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기공율 = 0)에 1778610이었다. 물의 존재 유무(void fraction=0 또는 1)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계수율(count rate) 변화로부터 감마선 도계가 허용오차 이내에서 작

동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감마선 도계의 교정실험

   감마선 도계의 교정을 위한 SUS 및 폴리에틸렌 plate와 phantom의 제작이 제작되었

다. 즉, 두께가 각각 2, 4, 8, 12, 16mm인 SUS 및 폴리에틸렌 plate가 2개씩 제작되었으며, 

flow regime(4 종류: core flow, annular flow, slug flow, bubbly flow)의 모사를 위해 10, 

30, 50, 70, 90%의 기포율을 모의하는 폴리에틸렌 phantom이 제작되었다. 표 7.3은 기포율 

모의 폴리에틸렌 phantom의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표 7.3 기포율 모의 폴리에틸렌 phantom의 사양

Void

fraction

Core flow

(Pipe)

Annular flow

(Annulus)

Slug flow

(Arc)

Bubbly flow

(Bubble)

Dia. (mm) ID (mm) Height (mm) No. of Holes

0.1 3.45 10.34 1.81  0.101 (3 개)

0.3 5.97 9.12 3.71  0.303 (9 개)

0.5 7.71 7.71 5.45  0.505 (15 개)

0.7 9.12 5.97 7.19  -

0.9 10.34 3.45 9.09  -

비고 - OD=10.9 mm OD=10.9 mm  Hole dia: 2 mm

현재 SUS plate와 폴리에틸렌 plate의 두께변화에 따른 감마선 도계의 계수율(count 

rate) 변화로부터 평판에 대한 calibration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물 모의 phantom을 이

용하여 시험대 내부의 여러 flow regime에 대한 감마선 도계의 교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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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감마선 도계용 시험대

감마선 도계를 사용하여 시험대 내부의 기포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대가 필

요하다. 기포율 측정용 시험대의 개략도는 그림 7.11과 같고, 설치 개략도는 그림 7.3을 참고할 

수 있다.

시험대 내부의 압력 및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대와 입출구의 형상이 동일하도록 

동일한 치수의 배관을 사용하 다. 시험대의 길이는 1000mm이고, 내경이 10.9 mm이고, 두께

가 3.2mm인 3/8 인치 Sch. 80 SUS-304 파이프를 사용하 다. 

감마선 도계용 시험대의 파이프 부분은 플랜지 하중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열팽창 등으로 

인해 뒤틀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대에는 시험대를 지지하기 위한 spring 

hanger와 torsion bar가 설치되었다. 

시험대는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압력용기 하단에 장착되어 실험수행 시 실험대에서 발생하는 

열수력적 거동의 변수인 기포율을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요구조건에 

맞게 제작되었다. 실험대의 설계조건은 임계유량실험장치의 압력용기 설계조건인 압력 

17.2MPa, 온도 353 ℃로 하며 재질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다. 

실험대에는 실험중 방출유체의 기포율을 적정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고, 적절한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실험대 장치의 구성은 시험대 방출배관 양단에 기존 실험장치 

배관과 호환되는 플랜지를 용접부착하며 시험대 입구까지는 기존 실험장치 배관과 같은 4인치 

Sch.160 SUS 파이프를 사용하 다. 시험대가 너무 가늘어 고온고압에 따른 변형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시험대 자체는 하중을 받지 않도록 양단 플랜지를 이용하여 지지대(Spring 

hanger, Tension bar 등)를 설치하 으며, 실험기간 동안 변형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시

험대의 설치 및 관련 지지대 설치에 있어 기포율 측정을 위한 기포율 측정장치의 설치 및 작

동,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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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기포율 측정용 시험대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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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실험장치의 인허가  

제1절 인허가 내용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 장치에서의 질소가스 공급계통는 질소

가스 Tank Lorry로부터 질소가스를 공급받아 질소 Gas Booster를 이용하여 가압하

여 질소가스공급탱크에 충전시키는 실험 설비는 일반 질소가스제조 시설로 분류되

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 6항 또는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고 실험장치 제작 전 사전검사를 비롯하여 가스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 시험 또는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

전의 공정 등에서 중간검사 및 설비 시공 완료시 완성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부터 각각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제2절 인허가 관련 법규 및 절차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 장치에서의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일반 

질소가스제조 시설로 분류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 6항 또는 제5

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인허

가 법규에 의한 질소가스제조 시설 인허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가) 사업계획서: 설치목적 및 개요 작성

     (나) 기술검토서: 상세설계 후 계통내 기기 Spec. 결정 후 작성 

       ① 상세설계도면 및 설명서 및 압력용기/safety relief valve등

          계통내 설치되는 components의 spec.등 포함 

       ② 고압가스 안전검사 기준 및 방법 

       ③ 자체시설안전관리규정(내진 및 방호벽 설치등 포함)

   (2) 기술 검토 신청 및 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 

   (3) 사전검사: 실험설비 성치 기초 공사등 사전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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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자료 검토 및 적합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  

   (5)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신청: 유성구청 산업 경제과 

   (6)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신청교부: 유성구청 산업 경제과 

   (7) 자체 실험 설비 시공

   (8) 중간 검사 

     (가)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 시험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나)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다)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라) 비파괴 공정 및 방호벽 또는 저장 탱크의 기초 설치 공정등

   (9) 완성 검사 신청: 설비 시공 완료시 

   (10) 완성검사 및 완성 검사 필증 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3절 인허가 결과  

      질소가스 공급계통의 질소가스제조 시설 인허가를 위하여 질소가스일반제조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2001년 1월 9일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접수하 고, 1월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시설 기술검토 보완 통보

를 받아 이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완료하여 1월 27일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

술검토 적합 통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문서번호 대전 620-137로 

통보 받았다. 또한 유성구청으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허가를 2월1일 득하 다. 실험시설에 대한 최종 완성

검사는 7월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최규석대리) 및 연구소 안전관리실(안중현씨)의 

입회 하에 실시되었고 완성검사 합격되어 7월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실험시

설에 대한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 받아 본 실험 설비는 질소가스일반 제조 시설로 

최종 인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실험시설 안전 운전을 위하여 유성구청 산업경제과

에 고압가스안전 관리자(자격기준: 고압가스 2급기능사 이상)를 선임신고를 하 고 

질소가스일반 제조 시설에 대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가입함으로서 질소가스 공급

계통의 질소가스제조 시설 인허가를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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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II-1 압력 계측기의 사양

ITEM TAG SPECIFICATION

Smart Gauge 

Pressure 

Transmitters

- Impulse

  Tubing

PT-101

PT-102

Model : 3051PG5A22A1AB4E5M5Q4

Accuracy  : ±0.05 %

3051PG : Model 3051P reference class GAGE Pressure Transmitter

5 : Range / Min. Span : -2000 to 2000 PSI /200PSI (-207 to 25 kPa)

A :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2 : Process Flange : Coplanar, SST

Drain / Vent  : SST

     Flange Adapter : SST
2 : Isolating Diaphragm : 316L SST
A : O-ring : Glass-filled TFE

1 : Fill Fluid : Silicone

A : Housing : Polyurethane-covered Aluminum,   Conduit Entry : 

1/2-14 NPT

B4 : Coplanar Flange Bracket for 2-in. Pipe or Panel Mounting, all 

SST

E5 : FM Explosion-Proof Approval

M5 : LCD Meter for Aluminum Housing

Q4 : Calibration Data Sheet

  Tag No          Calib. Range

PT-101          0∼120 ㎏/㎠

PT-102          0∼120 ㎏/㎠

Smart Gauge 

Pressure 

Transmitters

- Impulse

  Tubing

PT-103 Model : 3051CG5A22A1AB4E5M5Q4

Accuracy  : ±0.075 %

3051CG : GAGE Pressure Transmitter

5 : Range / Min. Span : -14.7 to 2000 PSI /20PSI (0 to 13800 kPa / 

138kPa)

A :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2 : Process Flange : Coplanar, SST

     Drain / Vent  : SST

     Flange Adapter : SST

2 : Isolating Diaphragm : 316L SST

A : O-ring : Glass-filled TFE

1 : Fill Fluid : Silicone

A : Housing : Polyurethane-covered Aluminum,   Conduit Entry : 

1/2-14 NPT

B4 : Coplanar Flange Bracket for 2-in. Pipe or Panel Mounting, all 

SST

E5 : FM Explosion-Proof Approval

M5 : LCD Meter for Aluminum Housing

Q4 : Calibration Data Sheet

Tag No          Calib. Range

 PT-103          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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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1 압력 계측기의 사양(계속)

ITEM TAG SPECIFICATION

Smart Gauge 

Pressure 

Transmitters

- Impulse

  Tubing

PT-101

PT-102

Model : 3051CG4A22A1AB4E5M5Q4

Ditto item No.2 but

4 : Range / Min. Span : -14.7 to 300 PSI /3PSI (0 to 2070 kPa)

Tag No          Calib. Range

PT-301          0∼20 ㎏/㎠

PT-302          0∼20 ㎏/㎠

Smart Gauge 

Pressure 

Transmitters

- Direct 

mounting

PT-201

PT-202

PT-203

PT-204

PT-205

Model : 3051TG4A2A21AB4E5M5Q4

3051TG : Gauge Pressure Transmitter

Accuracy  : ±0.075 %

4 : Range : 0-40 to 0-4000 psig (0-276 to 0-27580 kPa)

A :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2A : Proecss Connection : 1/4 - 18 NPT Female

21 : 316L SST Isolating Diaphragm

      316L SST Process Connection Wetted Parts

      Silicone Fill Fluid

A : Housing : Polyurethane-covered Aluminium Housing

                    1/2 - 14 NPT Conduit Entry Size

B4 : Bracket for 2-in. Pipe or Panel Mounting, All SST

E5 : Factory Mutual (FM) Explosion Proof Approval

M5 : LCD Meter for Aluminium Housing

Q4 : Calibration Data Sheet

Tag No          Calib. Range

PT-201          0∼200 ㎏/㎠

PT-202          0∼250 ㎏/㎠

PT-203          0∼250 ㎏/㎠

PT-204          0∼250 ㎏/㎠

PT-205          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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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2 유량 계측기의 사양

ITEM SERVICE SPECIFICATION

 Smart  Diff. 

Pressure 

Transmitters -

FLOW METER

FT-101

FT-201

Model : 3051CD2A02A1AE5M5Q4S5/with 305AC32B11B4

Accuracy  : ±0.075 %

3051CD :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2 : Range / Min. Span : -250 to 250 inch H2O /2.5inchH2O 

(-62.2 to 62.2kPa /0.6 kPa)

A :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0 : Alternate Flange

2 : Isolating Diaphragm : 316L SST

A : O-ring : Glass-filled TFE

1 : Fill Fluid : Silicone

A : Housing : Polyurethane-covered Aluminum,   Conduit 

Entry : 1/2-14 NPT

E5 : FM Explosion-Proof Approval

M5 : LCD Meter for Aluminum Housing

Q4 : Calibration Data Sheet

S5 : Assembled to Model 305 integral Manifold

305 : Integral Manifold

A : ANDERSON Greenwood

C : Coplanar

3 : 3 Valve

2 : Materials of Contruction

Body : 316SST   Bonnet : 316SST

Stem : 316SST   Drain/Vent : 316SST

B : Process connection : 1/2-14NPT

1 : Packing Material : Teflon

1 : Valve Seat : Integral (316SST)

B4 : SST Bracket for 2-in. Pipe Mount

Tag No          Calib. Range

 FT-101          0∼5000 mmH2O

 FT-201          0∼5000 mm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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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2 유량 계측기의 사양(계속)

ITEM SERVICE SPECIFICATION

 Smart  Diff. 

Pressure 

Transmitters -

FLOW METER

FT-301 Model : 3051CD2A02A1AE5M5Q4C1S5/with 305RC32B11B4
/with PBF+25S, 040, H9900, C9900, F99S0, 2, A, 1, A
Ditto item No.1 but

PBF+25S : Probar+Flanged, SS
040 : Line size : 4in. (100mm)
H9900 : Head Style : Special Head Code
C9900 : Special Instrument connection(Gas or Liquid)
F99S0 : Special Sensor Flange Flange, SS

        (2500# SS Flange)

2 : DP Range (2-2.5 to 0-250 inH2O)

A : 4-20mA with Digital Signal Base

1 : Fill Fluid - Silicon

A : Transmitter Housing Material - Epoxy-poly-alum 1/2-14

Pipe Size : 4" SCH 40(Horizontal)

Tag No          Calib. Range

 FT-301          0∼5308.6 mmH2O

 Turbine -

FLOW METER

FT-202 (1) Rate indicator / Totalizer

Model : HIT-2-5-C-4-CE-F

Feature

   - 8 digit display of rate

   - 4 1/2 digit display of rate

   - 10 PT Flowmeter Linearization

   - 4-20mA output

   - 8.5 ~30Vdc input power required

   - NEMA 4X enclosure

     (Control panel-internal, behind clear lens)

   - Wall Mount

   - CE Approved

(2) Hoffer 1" HO Precision Series Turbine Flowmeter

Model : HO1X1-30-B-1(RPR51S)F25CS-CE

Service gas : Nitrogen(230bar Pressure)

Repeatable Flow Range : 0.012∼1.05kg/sec

Repeatability : ±0.25% of reading over the repeatable flow 

range

Construction : 316 SS with 17.4PH rotor

End Fitting : 1" 2500# CS raised face flanges per ANSI

Bearings : Shielded lubricated 440 SS bearing

Pickup coil : Magnetic type

Calibration : Supplied with calculated K-Factor based on ten 

             point water calibration and accurated t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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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3 수위 계측기의 사양

ITEM SERVICE SPECIFICATION

Smart  

Diff. 

Pressure 

Transmitters

- Level

LT-101 Model : 3051PD2A02A1AB4E5M5Q4S5/with 305AC32B11B4

Accuracy  : ±0.05 %

3051PD : Model 3051P reference class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2 : Range / Min. Span : -250 to 250 inchH2O /25inchH2O (0 to 

62.2kPa /6.2 kPa)

A :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0 : Alternate Flange

2 : Isolating Diaphragm : 316L SST

A : O-ring : Glass-filled TFE

1 : Fill Fluid : Silicone

A : Housing : Polyurethane-covered Aluminum,   Conduit Entry : 

1/2-14 NPT

B4 : Coplanar Flange Bracket for 2-in. Pipe or Panel Mounting, all 

SST

E5 : FM Explosion-Proof Approval

M5 : LCD Meter for Aluminum Housing

Q4 : Calibration Data Sheet

S5 : Assembled to Model 305 integral Manifold

305 : Integral Manifold

A : ANDERSON Greenwood

C : Coplanar

3 : 3 Valve

2 : Materials of Contruction

Body : 316SST  Bonnet : 316SST

Stem : 316SST  Drain/Vent : 316SST

B : Process connection : 1/2-14NPT

1 : Packing Material : Teflon

1 : Valve Seat : Integral (316SST)

B4 : SST Bracket for 2-in. Pipe Mount

Tag No          Calib. Range

 FT-101          0∼4700 mm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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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3 수위 계측기의 사양(계속)

ITEM SERVICE SPECIFICATION

Smart  Diff. 

Pressure 

Transmitters - 

Level

LT-301 Model : 3051CD2A02A1AE5M5Q4C1S5/with 305AC32B11B4
Accuracy  : ±0.075 %

3051CD :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2 : Range / Min. Span : -250 to 250 inch H2O /2.5inchH2O (-62.2 

to 62.2kPa /0.6 kPa)

A :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0 : Alternate Flange

2 : Isolating Diaphragm : 316L SST

A : O-ring : Glass-filled TFE

1 : Fill Fluid : Silicone

A : Housing : Polyurethane-covered Aluminum,   Conduit Entry : 

1/2-14 NPT

E5 : FM Explosion-Proof Approval

M5 : LCD Meter for Aluminum Housing

Q4 : Calibration Data Sheet

S5 : Assembled to Model 305 integral Manifold

305 : Integral Manifold

A : ANDERSON Greenwood

C : Coplanar

3 : 3 Valve

2 : Materials of Contruction

Body : 316SST   Bonnet : 316SST

Stem : 316SST   Drain/Vent : 316SST

B : Process connection : 1/2-14NPT

1 : Packing Material : Teflon

1 : Valve Seat : Integral (316SST)

B4 : SST Bracket for 2-in. Pipe Mount

Tag No          Calib. Range

 LT-301          0∼2000 mm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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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3 수위 계측기의 사양(계속)

ITEM SERVICE SPECIFICATION

Eclipse Radar 

type Level 

Transmitter

LT-102 Model : X705-501A-513/ with 7MD-A110-470

Max. Process temperature : 400℃@135bar

Max. Process pressure : 345bar@20℃

Measured Error : ±0.1% Probe length

1) Transmitter Part Number

705 : Eclipse Guided Wave Radar Level Transmitter

5 : Power : 24Vdc, Two wire

0 : 4-20 mA only, without HART

1 : English

A : Digital display and keypad

5 : Integral, Explosion Proof (FM & CSA)

1 : N/A

3 : Conduit connection : PG 16

2) Probe Part Number

7M : Eclipse GWR probe, Metric unit of measure

D : Coaxial, High Temperature / Hihg Pressure, 3/4" Process 

conn. Or Larger

A : Material of Construction : 316/316L SS

11 : 3/4" NPT Thread

0 : N/A

470 : Length : 470cm

Tag No          Calib. Range

 LT-102          0∼4700 mm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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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4 온도 계측기의 사양

ITEM SERVICE SPECIFICATION

Multi type 

Thermocouple

 ( 6Ponit )

TE-101

TE-102

TE-103

TE-104

TE-105

TE-106

Model : Watro
1) Type : K  Unground, Special Grade
2) Response Time : 0.25sec
3) Output : 0~15mV
4) Measurement Range : 0~ Max. 400
5) Accuracy : 0.4% of Measured ( Max. error : 1.1 )

Tag No. Length

TE-101 5300  mm

TE-102 4500  mm

TE-103 3700  mm

TE-104 2900  mm

TE-105 2100  mm

TE-106 1300  mm

Sing type 

Thermocouple
TE-107

TE-108

TE-109

TE-110

TE-111

TE-112

TE-113

TE-201

TE-203

TE-204

TE-205

TE-206

TE-301

TE-302

TE-303

Model : Watro

1) Type : K  Unground, Special Grade

2) Response Time : 0.25sec

3) Output : 0~15mV

4) Measurement Range : 0~ Max. 400℃

5) Accuracy : 0.4% of Measured ( Max. error : 1.1℃)

6) T/C Connector type

Tag No. Length

TE-107  200mm

TE-108

TE-109

TE-110

TE-111  200mm 

TE-112  200mm

TE-113  300mm

TE-201  200mm

TE-203  200mm

TE-204

TE-205

TE-206  200mm

TE-301  250mm

TE-302  200mm

TE-303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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