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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체형원자로(SMART)의 배관파단사고를 모의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실

험장치를 이용하여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을 수행하

다. 임계유량실험 요건으로 실제 설계조건에 근거하여 파단배관 직경 20 

mm, 정체압력 7∼12 MPa, 과냉도 0∼60 ℃, 비응축가스유량 0∼0.5 kg/s의 

성능을 구현하는 실험장치가 설계, 제작되었다. 장치의 주요 구성은 주순환

배관을 갖는 압력용기와 하단부에 test section 및 방출수조, 압력유지를 위

한 N2가스 저장탱크 및 이의 가압충전을 위한 N2가스 충전계통 등으로 이

루어졌다. 실험에 사용된 test section은 내경 20mm, 길이 300mm의 직각입

구형상의 파이프이다. 실험조건은 정체압력 4, 7, 10 MPa, 입구과냉도 0, 20, 

50 ℃로 하 으며 실험중 N2가스 주입유량은 0.028∼0.39 kg/s의 범위 다. 

실험 시 60초 이상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면서 test section 및 장치의 주요변

수들의 측정자료를 수집하 다. 실험자료로부터 파단배관의 임계특성을 분석

하고 실험장치의 성능을 검증하 다. 

 비응축가스를 포함한 이상유동 임계유량을 예측할 수 있는 Modified Henry 

-Fauske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이를 내장한 MARS 코드로 모의 계산을 수

행한 결과,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임계유량을 6% 이내의 RMS 오차범위에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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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two-phase critical flow test facility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simulating the pipe break accident of SMART reactor. And also, the 

experiments of two-phase critical flow under the influence of 

non-condensible gas were performed. The requirements of the critical 

flow test are 7∼20mm pipe break dia., 7∼12MPa stagnation pressure, 0∼

60℃ subcooling degree and 0∼0.5kg/s N2 gas flow rate.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test facility are the pressure vessel which has main 

circulation line, the test section attached to the bottom of the pressure 

vessel, a suppression tank, the N2 gas supply tanks for maintaining the 

system pressure and N2 gas flow rate at test section and the N2 gas 

filling system. The test section is sharp edged pipe type which has the 

dimension of I.D.=20, L=300mm. The test conditions are 4, 7, 10 MPa at 

stagnation pressure, 0, 20, 50 ℃ of subcooling degree and 0.028∼0.39 

kg/s of N2 injection gas flowrate. The measured data at test section and 

other components in terms of pressure, temperature and flowrate were 

collected in DAS computer with maintaining the steady state conditions 

at least 60 seconds. From the test results, the cr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break pipe were analysed and verified the capacity of the test facility. 

 For the verification of the Modified Henry-Fauske model which can 

predict the two-phase critical flow with non-condensible gas, the code 

simulation using MARS which contains the option of the Modified Henry 

-Fauske model has been performed. The simulation results of 

steady-state two-phase critical flow experiments show that they agree 

with the measured critical flow rates within 6% root-mean-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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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현재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담수와 전력생산을 위하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이다. SMART 가압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질소

가스로 채워진 가스실린더와 연결되어 있는 중앙공동(End Cavity)과 열교환

기가 장착되어 있는 중앙공동(Intermediate Cavity), 그리고 주냉각재 펌프 

출구와 증기발생기 입구 사이의 역에 연결되어 있는 외곽공동(Upper 

Annular Cavity)으로 구성되어 있다[1]. 정격출력시 외곽공동의 냉각수는 

310 ℃의 고온이며 중앙공동의 냉각재는 기기냉각계통으로 연결된 열교환기

를 통하여 냉각재가 74 ℃의 저온으로 냉각되어 중앙공동에서 저온상태의 

질소가스 분압을 이용함으로써 원자로 압력을 자기제어 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가압기 중앙공동에는 질소가스실린더로 연결된 직경 20mm의 배관이 있

으며 외곽공동에는 직경 20mm의 충수계통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가압기에 

연결된 배관이 파단되는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시 가압기 중앙공동에 있는 

비응축 질소가스가 물/증기 혼합유체와 섞여서 파단배관으로 임계유량을 형

성하여 방출되는데 이는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의 사고경과와 사고결과에 지

대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응축가스 존재 시의 이상유동 임계유량을 예

측하는 것이 SMART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에 매우 중요하다.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모델은 현재 1.5 MPa 이하의 저압에 대하

여 이태리 ENEA에서 실험을 통하여 개발한 모델[2]이 있으나 SMART의 

경우와 같은 7∼12 MPa의 고압에서는 실험자료와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USNRC에서 Westinghouse의 AP600을 위하여 개발한 RELAP/ 

MOD3.2.1.2 [3]의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모델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SMART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고압에서 

발생하는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을 통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SMART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임계유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가 설계/제작되었다. 실험장치

는 1300 Liter의 압력용기와 하단에 파단배관을 모의한 직경 20mm의 test 

section을 장착하고 SMART와 같은 고온고압 조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heater와 압력공급계통을 설치하 으며 비응축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질소가

스 주입배관을 test section 전단에 장착하 다. 압력범위 4 ∼ 10 MPa에 대

하여 포화온도에서 과냉도 50 ℃까지 비응축가스 주입유량을 변화해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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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유량 실험을 수행하 다. 본 보고서는 수행된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

유량 실험에 대하여 실험수행 내용 및 실험결과에 대하여 논의하 으며 기

존모델 및 코드의 계산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모델 개발에 대한 유용한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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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2.1 실험장치 구성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은 고온고압 냉각재를 실험조건으로 가두어 두는 압력용기와 파단배관을 모

의하는 test section을 포함한 냉각재 방출배관이다. 이들 핵심 component가 

실험조건의 온도, 압력에 도달하여 정확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열/

가압 및 실험시 성능 보장을 위한 주변 기계계통 및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 실험장치는 크게 주순환계통, 질소가스 공급계통, 냉각재 방출계통, 

질소가스 충전계통 등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2.1.1에서 

보는바와 같다. 주순환계통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실험조건의 온도, 압

력으로 맞추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면서 가압, 가열하며 질소가스 공급

계통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재를 실험압력으로 가압하고 비응축가스가 포함

된 임계유량 실험시 방출배관 test section 전단에 질소가스를 주입한다. 또

한, 냉각재 방출계통은 실험조건에 도달한 냉각재를 test section을 거쳐 대

기 방출하면서 실험자료를 생산하며 질소가스 충전계통은 임계유량 실험에 

필요한 고압의 질소가스를 고압 충전 및 저장한다[4]. 

   실험의 수행은 질소가스를 충전계통을 통하여 고압의 상태로 질소가스 

저장용기에 저장한 다음, 냉각재 압력용기에 물을 채우고 펌프와 heater를 

가동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면서 가열 및 가압을 함으로써 실험조건에 맞춘

다. 실험조건(온도, 압력)에 도달한 압력용기 내 냉각재는 실험시작(방출밸브 

개방)과 동시에 압력조절밸브 작동으로 일정압력을 유지하도록 질소를 공급

받으면서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출된다. 비응축가스의 주입은 test section 

전단에 설치된 주입배관으로부터 유량조절밸브 작동에 의하여 제어된 일정

유량의 질소가스 유입으로 이루어진다. 실험시 주요 장치의 변수 및 test 

section의 유량, 압력, 온도 변수는 DAS에 의하여 수집, 처리된다.

   2.2 Test Section 배관

        Test section 배관은 압력용기(그림 2.2.1 참조) 하단에 장착되어 실

험 시 임계유량을 형성하는 test section이 장착된 배관으로 그림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량계 장착 배관부, 가스주입 배관부 그리고 test sectio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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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  

   가. 유량계 장착 배관부

       유량계 장착 배관부는 파단배관을 모의하는 test section을 통하여 방

출되는 냉각재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한 배관부로 유체의 압

력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유량계의 측정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림 2.2.2

에서와 같이 설치하 다.

   나. 가스주입 배관부

       가스주입 배관부는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을 구현하기 위하

여 방출 냉각재에 질소가스를 주입, 혼합하기 위한 배관부로 test section 전

단의 배관 벽에 가스주입구를 가공하고 가스주입 tube를 연결하 다. 상세한 

사양은 그림 2.2.3과 같다.

   다. Test Section

       Test section은 파단배관을 모의한 배관으로 방출되는 냉각재가 임계

유량을 형성하며 급격한 압력구배를 발생한다. 따라서 test section의 축방향 

구간에 대하여 test section 내, 외벽에 압력(18개), 온도(5개) 측정구를 가공

하 다. 실험에 사용된 test section은 sharp edged pipe 형태로 직경 20mm

에 길이 300mm (T1)와 직경 10.9mm에 길이 1000mm (T2)를 제작하여 실

험에 사용하 다. 상세한 기술사양은 그림 2.2.4의 (a), (b)와 같다.

   2.3 계측 및 Data Acquisition System

   가. 계측기 설치 

       압력

       Test section의 압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test section 전, 후단을 

포함하여 내벽에 직경 0.3mm의 18개 압력측정구를 가공하 다(그림 2.2.4 

(a) 참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압력신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pressure tap

에 압력측정용 배관(1/4″tube)을 pressure transmitter에 연결하 다. 압력은 

전기신호(1∼5 V)로 바뀐 후 DAS로 보내어져 수집, 처리된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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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ection 내 방출 냉각재의 온도를 알기 위하여 test section 내벽 

온도가 냉각재 온도와 같다는 가정하에 열전대 삽입구를 가공하고 열전대 

tip을 최대한 내벽쪽으로 삽입하 다(그림 2.2.4 (a) 참조). 열전대 tip의 접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pring으로 압착, 체결하도록 제작하 으며 측정 

중 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상도선을 사용하여 DAS까지 연결하 다. 

       유량

       임계유량 측정을 위하여 실험조건에 적합한 유량계로 Fisher 

Rosemount사의 Probar type을 사용하 다. Probar type 유량계는 Pitot tube

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대구경배관 고유량에 적합하며 압력손실이 매우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계측기 설치는 그림 2.2.2와 같고 기술적 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제품의 교정자료는 부록2.3.1에 첨부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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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된 계측기들의 사양 및 교정은 표 2.3.1과 같다.

   나. Data Acquisition System

       실험자료를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DAS에서는 실험장치의 주

요 운전변수 및 test section의 실험자료를 아래 중요 계측기를 통하여 실시

간 수집하 다.

1) 압력용기(PV-110)

   - PT-102 (압력)

   - TE-113 (온도)

   - LT-101/102 (수위)

2) Test Section 

   - P1∼P16, P0, PL (압력)

   - T0∼T4, TG1, TG2 (온도)

   - FT-301 (유량)

3) N2 가스 공급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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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202 (유량)

   - PT-205 (압력)

   - TE-206 (온도)

   사용된 DAS장비는 DAS용 PC, VXI 장비 그리고 data 수집 S/W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DAS 장비는 VXI 모델로서 data 취득을 위해 analog input 

module(32 ch.), digital input module(32 ch.) 그리고 T/C input module(32 

ch.)이 설치되어 있으며 DAS PC와의 연결을 위한 interface card가 설치되

어 있다. DAS PC에는 DAS 장비에서 취득한 data를 받아들이기 위한 

interface card가 내장되어 있으며 실험자료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S/W 

(LabView)가 설치되어 있다.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한 data 취득 프로그

램은 계측기설정 화면을 통하여 계측기 교정 및 data 취득 option을 정할 수 

있으며 data 취득화면에서 실험자료를 실시간 수집/저장하고 trend 화면에서

는 실험 data를 plotting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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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및 절차

   임계유량 실험을 위한 실험장치의 운전은 크게 기동운전, 정상상태운전, 

실험운전 그리고 냉각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동운전은 냉각재 및 질소

가스의 충전과 냉각재를 실험조건으로 가온, 가압하는 과정이며 정상상태운

전은 냉각재의 실험조건 도달후 안정화 과정의 운전이다. 실험운전은 실험조

건의 냉각재를 방출함으로써 임계유량을 발생하고 각종 실험자료를 수집하

는 과정이며 냉각운전은 실험 후 장치 가동을 중지하고 압력용기 및 배관, 

계통을 상온, 상압으로 복귀시키는 운전이다. 실험의 종류는 임계유량 실험 

시 정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응축가스가 포함되지 않는 기본 이상유동 임계

유량 실험과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노심의 파단방출을 모의하기 위하여 압력용기의 blow 

down (비정상상태)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

       

   3.1 기동운전

실험준비

1) N2 가스저장탱크(GT-210/220, GT-230)에 N2 가스를 충전한다.

 ㄱ. 탱크로리를 N2가스주입 배관에 연결

 ㄴ. V-201 및 SV-202를 열고 direct filling (97bar)  

 ㄷ. SV-202를 닫고 air compressor 및 air booster를 작동하여 질소저장탱

     크 (GT-210/220)및 보조탱크(GT-230)에 180∼200bar 까지 가압 충전

 ㄹ. Air compressor 및 air booster 작동 중지

2) Pressure Vessel(PV-110) 및 주순환배관에 vent를 실시하며 물을 완전

   충수한다.

 ㄱ. QOV(QOV-301) 잠금 확인, vent 및 배관 밸브(SV-102/103/104/106)를

     개방

 ㄴ. 순수 공급(SV-101 개방)하여 지정 수위까지 충수

    (필요시 용존산소 제거를 위하여 MK-110 탱크에서 순수(V-101)와 

     화학수(V-102)를 적정 비율로 배합)     

 ㄷ. Drain 밸브(V-105, V-106, SV-107)를 닫고 순수공급밸브(SV-101)

     잠금

3) 방출 수조(ST-310)에 물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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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고온방출수 냉각을 위한 충분한 양의 물을 채운다.

     (SV-301 개방, V-301, SV-302 닫힘 확인)

P.V. Heat Up

1) 목표 온도와 압력을 설정한다.

2) Pump(CP-110), Heater(HT-110/120/130)를 가동한다.

 ㄱ. Cooling Water Line 가동 후 Pump(CP-110)를 가동하여 물을 순환

    시킨다.

 ㄴ. Heater(HE-110/120/130)를 가동하여 물의 온도가 시간당 50℃ 이상

     넘지 않도록 가열한다.

3) 과냉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열, 가압한다. (가압 및 감압)

 ㄱ. 물의 온도에 따른 압력은 과냉상태을 유지하도록 SV-205를 온도연동

     논리제어한다. (과압 발생시 감압밸브(PCV-101)를 개방하여 압력제어)

   3.2 정상상태 운전

1) 실험조건 도달 및 안정화 (정상상태를 유지)

 ㄱ. SV-205를 사용하여 (필요시 PCV-101 사용) P.V.내 압력을 설정된

    실험압력으로 맞춘다.

 ㄴ. P.V.내 실험온도를 맞추기 위하여 Heater(HE-110/120/130)를 정  제어

     한다. (필요시 과열되었을 때 2차측 밸브(SV-105)를 열어 Cooler

     (HX-110)를 가동)

 ㄷ. P.V.내 온도구배가 없도록 Pump(CP-110)로 물을 순환시킨다.

 ㄹ. P.V.내 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하고 온도구배가 없을 때 Heater를 끈다.

 ㅁ. Heater 과열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순환후 Pump를 정지시킨다.

 ㅂ. 주순환 배관 양단 밸브(SV-10x/106)를 닫는다. 

T/S Heat Up

1) T/S 배관 및 T/S N2 공급배관에 감긴 Trace Heater(HE-240/310)로 설

   정된 목표 온도에 맞추어 T/S 및 관련 배관을 가열한다.

   3.3 실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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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V, FCV 제어값 결정

 ㄱ. PCV valve 선정 및 제어값 입력

 ㄴ. FCV valve 개도/시간 결정

2) N2 injection line 충전

 ㄱ. Injection manifold drain

 ㄴ. Line manual valve open

 ㄷ. Line 실험조건 압력으로 충전

SV-208 open

FCV open 실험압력으로 line 충전후 close

3) PCV, QOV 제어 valve 준비

4) 주순환 계통 정지

 ㄱ. Heater off

 ㄴ. Pump stop

 ㄷ. Valve close (SV-106, 104, 103)

5) 압력용기(PV-110) 실험압력으로 조정(PCV-101 open/close)

6) Injection valve open

7) DAS start

8) MMI 화면 출력

9) 방출실험 시작(QOV, SV-205 open)

10) N2 injection

 ㄱ. FCV 초기 개도값 입력

 ㄴ. FCV air valve open 준비

 ㄷ. 정시 SV-208, FCV air valve open

 ㄹ. FCV 다음 개도값 입력

 ㅁ. 정시 FCV valve 변환

11) T/S의 Heater(HE-310) off

12) 실험종료(QOV auto close) 확인

13) PCV, FCV air valve close, MMI 화면 출력

14) DAS stop

15) N2 injection valve close

16) PV-110 vent 확인 (PCV-101 open)

   3.4 냉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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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am dump 밸브(PCV-101)를 연다.

2) QOV(QOV-301)를 열고 P.V.내 물을 완전히 비운다.

3) 방출 수조(ST-310)의 물 온도를 점검하고 적정 수위까지 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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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st Matrix

   임계유량 모델 검증/개발을 위하여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기술개발과제에

서 요구한 실험요건은 다음과 같다[5].

- 파단 배관 Size : 내경 7 mm, 20 mm 

- 정체 압력 : 7 ∼ 12 MPa

- 입구 과냉도 : 0 ∼ 60 ℃

- 비응축 가스 유량 : 0 ∼ 0.5 kg/s

 위 실험요건을 근거로 도출한 test matrix는 표 4.1.1과 같다. 압력용기의 정

체압력은 15 MPa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험 중 압력 요동에 의하

여 safety valve의 작동으로 인한 압력제어의 부정확성이 우려되어 정체압력

을 10 MPa까지로 제한하 다. 실험 중 test section 전단의 비응축가스(질소

가스) 주입은 유량제어밸브(FCV)에 의하여 설정값으로 시간지연 없이 일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설치된 유량제어밸브는 한 개의 밸브로 저유량

에서 고유량까지 제어를 하며 오리피스 유량계에 의한 유량측정과 제어밸브 

간의 교정이 불완전하여 설정 유량값을 정교하게 구현하지 못하 다. 따라서 

실제 비응축가스 임계유량실험 시에는 가스주입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의

하여 결정되는 유량을 실험조건으로 취하 다.

   4.1 정상상태 임계유량실험

       정상상태 임계유량실험에 있어서 두 종류의 test section, T1(Sharp 

Edged, φ20x300L)과 T2( Sharp Edged, φ10.9x1000L)에 대하여 실험을 수

행하 으며 한 case의 실험 중 초기에 순수 임계유량실험(reference case)을 

수행하고 이어 질소가스를 주입하면서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실험

(injection case)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에 따라 실험지속시간이 달라지며 이

에 따라 injection case의 실험은 필요한 만큼 반복 수행하 다. 수행된 실험

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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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40 case 실험 data 생산

- T2 : 13 case 실험 data 생산

    여기서, T1 = Test Section 1 : Sharp Edged, φ20x300L

T2 = Test Section 2 : Sharp Edged, φ10.9x1000L

Reference = Critical Flow without Non-condensible Gas

Injection = Critical Flow with Non-condensible Gas

   4.2 과도상태 방출실험

       과도상태 방출실험은 압력용기의 냉각재가 다른 계통과 격리된 상태

에서 방출배관을 통하여 대기 방출되는 상황을 모의한 실험이다. 이는 과도 

파단방출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안전해석기술개발팀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는 

Test Run Test Case

 100 bar, Saturated 1 Reference, 3 Injection

 100 bar, 20 ℃ Subcooled 1 Reference, 4 Injection

 100 bar, 50 ℃ Subcooled 1 Reference, 2 Injection

  70 bar, Saturated 1 Reference, 3 Injection

  70 bar, 20 ℃ Subcooled 2 Reference, 3 Injection

  70 bar, 50 ℃ Subcooled 1 Reference, 4 Injection

  40 bar, Saturated 1 Reference, 3 Injection

  40 bar, 20 ℃ Subcooled 1 Reference, 4 Injection

  40 bar, 50 ℃ Subcooled 1 Reference, 4 Injection

Test Run Test Case

 100 bar, 20 ℃ Subcooled 2 Reference, 7 Injection

 100 bar, 50 ℃ Subcooled 1 Reference, 3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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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해석 코드인 MARS/SMR과 TASS의 해석 검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수행된 실험경우는 다음과 같다.

- TS1: 4종 실험 data 생산

   120bar, 50℃ Subcooled

   120bar, 7℃ Subcooled

    80bar, 7℃ Subcooled

    40bar, 7℃ Subcooled

- TS2 : 3종 실험 data 생산 

   120bar, 7℃ Subcooled

    80bar, 7℃ Subcooled

    40bar, 7℃ Subc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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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

   

    실험자료는 실험수행 시 계측기로부터 발생한 신호가 DAS를 통하여 컴

퓨터에 저장된다. 저장된 실험자료는 실험수행 후 실험과정 검증 및 자료의 

기초해석을 위하여 일차 분석되었으며 신뢰성을 갖는 정상상태의 임계유량 

실험자료 생산을 위하여 각 실험(test run)에 대하여 실험경우(test case)에 

따른 정상상태 유효구간을 선정하 다. 각 실험경우에 따라 선정된 유효구간

의 실험자료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통계처리(각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를 함으로써 각 실험경우에 대한 정상상태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5.1 실험수행예 (T1-100-291_20-S2)

        실험명 “T1-100-291_20-S2”에서 T1은 test section 1 (Sharp 

Edged, φ20x300L)을 의미하는 것이며 100-291_20-S은 압력용기 정체조건 

100 bar, 291 ℃ (과냉도 20℃)의 정상상태 실험조건을 뜻한다. 정해진 실험

조건에 대하여 실험장치의 실험조건을 맞추고 실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5.1.1 (a)∼(f)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5.1.1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용기의 초기 정체조건은 103.3 bar, 291.5 ℃이며 최종 정체조건은 102 

bar, 287 ℃, 실험지속시간은 68 sec로 수행되었다. 압력제어밸브(PCV)의 압

력용기 내 압력제어 성능은 안정된 압력을 101.3 bar(bias 1.3 bar)로 보았을 

때 최대 진동폭은 117.5 ∼ 95.8 bar(+16/-5.4 %), 압력오차 ± 3 % 이내 도

달 경과시간은 15 sec로 나타났다. 압력용기 내 온도강하는 그림 5.1.1 (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4 ℃/min 정도로 나타났다.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실험을 

위한 주입가스 유량제어밸브(FCV)의 작동은 그림 5.1.1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개시 후 30 sec 동안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이후 20 sec 동안 밸브 

개도 30 %로 주입유량 0.065 kg/s 정도, 이어서 50 % 밸브 개도로 유량 

0.155 kg/s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정상상태 조건을 실현하 다. 

그림 5.1.1 (d)는 냉각재 방출유량을 나타낸 것으로 압력용기의 압력요동에 

의하여 유량이 민감하게 요동함을 알 수 있으며 test section으로의 질소가스 

주입량이 0, 0.064, 0.149 kg/s로 증가함에 따라 방출유량이 17, 15, 12.9 kg/s 

정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1.1 (e)는 test section의 축방향 압력분

포를 실험경과시간(7, 27, 47, 57, 67 sec)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est 

section 입구 전 30mm의 압력값(P0)으로부터 압력용기 정체압력(P102)을 비

교함으로써 압력용기 하단 배관에서부터 test section 전단까지의 압력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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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결과 0.2 bar(0.2 %)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연결배관과 주입가스 혼

합부의 구경과 형상의 설계, 그리고 유량계의 선정이 적절하 음을 의미한

다. 사용된 test section의 sharp edged 입구형상에서의 압력강하는 3.7 

bar(3.7 %) 정도로 나타났다. 실험수행 중 test section의 압력분포 변화는 

압력변동이 민감한 임계지점(출구) 부위(270∼300 mm)를 제외한 구간에서 5 

bar 이내의 변동폭을 보 다. 그림 5.1.1 (f)는 test section 축방향에 따라 설

치된 열전대로부터 측정된 냉각재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T0센서는 입

구 전 30mm에서 물과 직접 접촉하며 T1∼T4 센서는 test section 외벽에 

심어져 간접 접촉식으로 각각 입구 10, 100, 200, 290mm 지점에 위치해 있

다. 실험 전 test section의 온도조건은 실험조건 291 ℃를 만족하지 못하여 

설치된 trace heater(HT-310)의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험개시 후 방

출유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온도 측정값은 상승하며 상승구배는 T1∼T4 

센서에서 간접접촉에 의한 열전달 지연으로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다. 압력용

기의 냉각재 정체온도(TE-113)는 방출 냉각재가 test section 입구까지 오는 

동안 배관의 보온 및 heater 가열 상태에 따라 온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본 실험예의 경우 기본 임계유량(without N2 injection) 구간에 대해서 1.6 

℃의 온도 강하가 발생하여 방출배관에서의 heating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비응축가스 임계유량(with N2 injection) 구간에 대해서는 주입유량 0.064 

kg/s인 경우 2.9 ℃, 주입유량 0.149 kg/s인 경우 6.8 ℃의 온도 강하가 발생

하 는데 이는 방출배관에서의 열손실과 함께 주입 질소가스(40∼60 ℃)에 

의한 향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 실험 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정된 실험조건에 대하여 임계유량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상태 조건을 비교적 잘 유지하 다. 실

험 수행 구간에서 질소가스 주입밸브 작동구간 및 압력제어 불안정 구간을 

제외하고 안정된 정상상태를 유지한 구간을 실험 경우 별로 선정하 다. 실

험경우는 실험시작 후 15초 정도 질소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임계유량 실험

에서 기본 임계유량 구간을 선정하 으며 이후 질소가스를 주입한 비응축가

스 임계유량 실험 두 경우를 각각 15초와 9초 정도 선정하여 주요 실험자료

에 대하여 정상상태 자료로 통계 처리하 다. 표 5.1.1에서 위 실험예의 각 

실험 경우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주입가스 및 방출 배관의 압력, 온도, 유량 

등을 정리하 다. 실험의 각 경우에 대하여 정체 압력은 목표압력 100 bar에 

비하여 약 1.2∼1.7 bar (1.7 %) 정도 높게 유지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9 bar 

(1.9 %) 이내로 정상상태를 잘 유지하 다. 정체 온도는 목표온도 291 ℃에 

비하여 실험 진행에 따라 압력용기 및 배관의 열손실로 인하여 4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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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까지 떨어졌으며 각 경우의 온도 표준편차는 0.7 ℃ (0.2 %) 이내로 매

우 작았다. 비응축가스 임계유량 실험을 위한 N2 가스 주입은 두가지 유량

에 대하여 수행되었는데 일정유량 주입의 표준편차는 3.1 % 이내로 정상상

태가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주입가스의 온도는 경우에 따라 40∼70 ℃로 큰 

변화를 나타냈으며 편차도 2∼6 ℃ 정도로 커 신뢰할 만한 측정값으로 미흡

하 다. 냉각재 임계유량은 비응축가스의 주입이 없을 때 가장 크며 주입가

스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의 정 도는 기본적으로 정

체압력의 요동과 주입가스의 혼합 거동에 향을 받는데 실험예의 경우 3.1 

% 이내의 편차를 보여 만족할만한 정상상태 실험 결과를 보 다. 

그림 5.1.2는 실험경우에 따른 test section의 축방향 압력분포를 비교한 것으

로 비응축가스의 주입량에 별 상관없이 압력분포가 일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3은 실험경우에 따른 test section의 축방향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으

로 test section 입구 전 30mm 지점(T0)은 냉각재 직접 접촉에 의한 측정값

이고 나머지 (T1∼T4) 지점은 간접 접촉에 의한 측정값이다. 따라서 T0만 

냉각재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 고 나머지는 test section 외벽의 열손실 및 

측정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냉각재 온도를 나타내지 못하 다. T0

의 경우 주입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고온의 냉각재

가 저온의 주입가스와 혼합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온도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

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5.2 실험결과 분석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험경우에 따라 적정 구간을 선정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임계유량실험의 정상상태 실험자료를 얻을 수 있

었다. 4절에서 언급한 test matrix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험 경우 별 정

상상태 구간에 대한 실험자료를 처리하 으며 실험결과의 정리 내용은 기 

작성된 보고서[8]에서 상세히 기술하 다. 표 5.2.1은 test matrix에 의하여 

수행된 실험경우에 대한 실험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test 

run에 대하여 실험수행시간은 test section 1 (φ20 x 300L mm)의 경우, 6

2∼150 초 정도이며 test section 2 (φ10.9 x 1000L mm)의 경우, 180∼330 

초 정도 지속되었다. 각 test run은 실험수행시간에 따라 비응축가스를 포함

하지 않은 기본 임계유량실험과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실험을 주입 

N2 가스의 유량을 변화시켜 가며 수행하 다. 실험수행 지속시간은 test 

section의 직경이 작을수록 정체압력이 낮을수록 과냉도가 작을수록 길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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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상상태실험을 위한 정체압력 설정은 목표압력에 대하여 대부분 3 %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하 으며 40 bar 실험에서 5∼11 %의 다소 큰 bias를 

보 다. 또한 정체압력의 유지는 최대 3 % 이내이며 대부분 1 % 내외의 우

수한 정 도를 보 다. 정체온도의 유지는 실험이 진행되면서 압력용기 외부

로 손실되는 열에 의하여 떨어지는데 정체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

로 온도감소율이 4 ℃/min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된 정상상태 구간에서의 온도편차는 0.2 % 내외로 무시할 만하

다.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량 실험을 위하여 test section 전단의 N2 

가스 주입배관을 통하여 일정유량을 주입하 는데 밸브 작동 후 안정된 일

정유량의 도달시간은 대체적으로 3초 정도 으며 일정유량의 유지는 경우에 

따라 10 % 정도의 오차도 보 으나 대부분 5 % 이내의 편차로 만족할 만하

다. N2 가스의 주입은 고압상온의 N2 저장탱크에서 test section 전단의 

방출배관으로 주입되면서 급팽창하는 과정으로 두 배관의 연결 부위에서의 

N2 가스온도는 22∼120 ℃ 범위에서 다양한 측정값을 보이며 온도 편차도 

최대 10 ℃까지 크게 나타나 측정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는 측정 부위가 N2 가스와 고온 냉각재의 경계이며 실험시 불안정한 거동

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인 것으로 안정된 측정값을 얻기에 부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방출 냉각재 유량은 최대 25 kg/s 정도까지 측정되었으며 측

정 정 도는 정체압력 특성 및 주입 가스의 안정성에 향을 받으며 적절히 

선정된 실험군(test section 1)에서 분석된 편차는 5 % 내외로 매우 양호하

다. Test section 2의 실험 경우에서는 냉각재 유량이 작은 반면, N2 가스 

주입유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불안정한 유동을 형성하며 또한 유량계 측정범

위에 비하여 매우 작은 유량이어서 유량 측정값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확한 임계유량실험을 위해서는 압력용기 정체조건의 냉각재가 test 

section으로 직접 방출되어야 하지만 냉각재 유량측정과 비응축가스의 주입

을 위하여 부가적인 배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배관은 압력손실 등 실험결

과에 오차를 발생시키는데 가능한 한 이러한 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표 

5.2.2는 유량측정 및 N2 가스 주입을 위하여 설치된 배관이 유발하는 오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압력용기 정체조건과 test section 입구의 온도, 압력조건을 

비교한 것으로 압력의 경우, 유량계 배관 및 기/액 혼합 배관에 의하여 유발

되는 압력손실이 대체적으로 2 bar 내외(최대 2.7 bar)로 정체압력에 대하여 

0.6 % 이내로 매우 작은 오차를 발생하 다.  온도의 경우에는 유량계 배관 

및 기/액 혼합 배관을 거치는 동안 열손실로 인하여 대체로 1 ℃ 내외의 온

도감소를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5 ℃ 이상의 온도감소도 일어나며 비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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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임계유량실험의 경우에는 N2 가스와의 혼합으로 인한 냉각재 온도감소 

향이 더해져서 온도감소 폭이 더 커진다. 측정된 test section 입구의 온도, 

압력을 기준으로 냉각재와 N2 가스가 열적 평형을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냉

각재와 가스의 측정된 유량으로부터 기포율을 산출하면 표 5.2.2와 같이 test 

section 1의 경우에 대하여 0.05∼0.46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며 test section 

2에 대해서는 냉각재 유량측정값이 부정확하여 기포율을 신뢰하기 어렵다.

   표 5.2.3은 실험경우에 대하여 정체조건 및 test section 입구조건과 비응

축가스 주입유량 및 냉각재유량 실험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부터 N2 

가스 주입에 따른 냉각재 유량의 향을 나타낸 것이 그림 5.2.1의 (a), (b), 

(c)이다. 냉각재유량은 N2 가스 주입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과냉

도가 커질수록 감소량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림으로부터 동일한 

정체압력에서 과냉도가 클수록 방출유량이 증가하며 정체압력이 클수록 방

출유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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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RS 코드의 임계유량 모델 평가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이 비응축가스가 존재하는 이상유동 임계

유량 모델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MARS/SMR[7]에서는 Henry-Fauske 임

계유량모델[6]이 사용자 선택사항으로 사용되어진다.

   본 장에서는 MARS/SMR에서 임계유량모델로 사용되는 Henry-Fauske 

모델을 소개하고,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MARS/SMR 코드의 임계유량 모델 (Modified Henry-Fauske 

Model)을 평가하 다. 

   6.1 MARS 코드의 임계유량 모델 (Modified Henry-Fauske)

        MARS/SMR에서 임계유량의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 모델은 

Trapp & Ransom[9]의 모델이지만 유동의 상변이(phase transition)나 비응

축가스가 포함된 유동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이상유동 임계유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의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

을 상변이 역과 비응축가스가 포함된 임계유동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10] Henry-Fauske 모델의 임계유량은 식 (6.1.1)과 같다.

(6.1.1) G
2
c= {

xovv
ηP

+(vv-vl,0 ) [
(1-xo )N

(sv,eq-sl,eq )

ds l,eq
dP

-
x0Cp,v (1/η-1/γ)

Pt (sv,0-sl,0 ) ] }
-1

t

여기서, G는 임계질량유속, x는 건도, v는 비체적, P는 압력, s는 비엔트로

피, Cp는 비열, η은 임계압력비율, Pt/P0  이고, γ는 등엔트로피 상수이다. 

아래첨자 0, eq, l, v, t는 각각 정체상태, 평형상태, 액상, 기상 및 throat에서

의 상태를 나타내며, 열비평형 상관계수 N은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되

었으며, 식 (6.1.2)와 같이 계산되어진다.

(6.1.2) N = xeq,t / 0.14

   유도된 임계질량유량에 대한 식 (6.1.1)은 정체상태의 조건과 throat에서

의 압력에만 의존하는 상관식이며, MARS 코드에서 Throat에서의 압력, 

Pt는 반복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된다. Henry-Fauske 모델은 시험대

의 입구(Upstream) 조건이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냉 액체와 단상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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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MARS 코드에 사용된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은 이상 및 과냉 임계

유동에 적용된 고유의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6]을 상천이(Phase 

Transition)에서 예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즐과 오리피스를 통한 

임계유동의 특성을 보다 잘 반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비응축성기체

가 존재할 경우 임계유량을 적절히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서 개정된 모델이다.

첫째로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은 포화선(Saturation Line, Quality = 1)

에서 과냉액체에 대한 임계유량의 예측치와 이상혼합유체에 대한 임계유량

의 예측치 사이에 연속성을 가지도록 수정되었다. 건도가 0인 포화조건에서 

식 (6.1.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1.3) G2c= { (vv-vl,0 ) N
(sv,eq-sl,eq )

ds l,eq
dP }

-1

t

반면 과냉액체의 임계유량에 대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6.1.4) G2c= { (v v,eq-vl,0 ) N
(sv,eq-sl,eq )

ds l,eq
dP }

-1

t

식 (6.1.3)과 식(6.1.4)의 비연속성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은 식 (6.1.3)에서 

이상기체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체의 비체적( vv )을 물-증기 포화 물성

치( v v,eq)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즉 식 (6.1.1)에서 vv  대신에 v v,eq

를 대입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이 개정된 Henry-Fauske 모델은 원래의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과 비교하여 모델개발의 기반이 된 실험의 실험

오차보다 작은 범위 이내에서 일치하 으며, 상천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은 Orifice 및 Nozzle의 특성을 반 하기 

위하여 수정되었다. 파단부의 기하학적 형상과 입구 조건은 임계유량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부 효과를 코드에 반 하기 위해 보정인자

(correction factor)를 사용하고, MARS 코드에서는 방출상수(discharge 

coefficient)와 열비평형상수(thermal non-equilibrium parameter)를 사용한다. 

MARS 코드는 사용자로 하여금 파단 특성을 보다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열

비평형상수에 대한 식 (6.1.2)을 수정하여 식 (6.1.5)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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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N = min [1,
x eq,t
C ne ]

기본 조건에서 C ne는 0.14이고, 파단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C ne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은 불응축성기체가 존재할 경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MARS 코드에는 불응축성기체가 임계유량에 

미치는 향을 반 한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응축성기

체가 존재하는 동안의 과도상태를 계산할 수 있고, 불응축성기체가 도입되었

을 때에도 매끄러운 천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확장 모델이 포함되었다. 

MARS 코드의 임계유량모델은 식 (6.1.1)에 포함된 기체 관련 변수들이 불응

축성기체의 물성치를 반 하도록 식 (6.1.6)과 같이 수정되었다. 

(6.1.6) G2c= {
xovg
ηgP

+(vv,eq-vl,0 ) [
(1-xo )N

(sv,eq-sl,eq )
χ v
ds l,eq
dPv

-
x0Cp,g (1/ηg-1/γg )

P (sv,0-s l,0 ) ] }
-1

t

   6.2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장치에 대한 MARS 모델

        그림 6.2.0은 정상상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모사를 위한 

MARS 모델을 보여준다. 압력용기의 온도와 압력, 비응축가스의 주입량, 온

도와 압력 및 출구의 온도와 압력은 경계조건으로 주어졌다. 압력용기와의 

연결배관, 비응축가스가 주입되는 혼합 역, 시험대 및 방출밸브와의 연결배

관은 각각 4, 5, 15 및 5개의 노드를 가지는 Pipe로 모사되었다. 각각의 Pipe

는 순서대로 Single Junction을 통해 연결되었으며, 임계유량은 시험대 출구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사되었다. 

   6.3 MARS/SMR의 계산결과

       비응축성기체가 존재할 경우의 MARS 코드의 임계유량 모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시험대 T1과 T2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코드의 계산결

과가 비교되었다. 그림 6.3.1은 시험대 T1을 이용한 임계유량 실험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MARS/SMR의 계산결과를 비교한다. MARS/SMR 코드의 임계

유량 모델은 비응축성기체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

는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에 대해서도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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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계산결과는 RMS 오차가 5.98%이며, 코드는 거의 전 실험 역에 대

하여 실험오차 이내의 값을 예측하고 있다. 그림 6.3.2는 시험대 T2를 이용

한 임계유량 실험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MARS/SMR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다. MARS/SMR에 의해 모의된 시험대 T2를 이용한 실험결과는 1개 으며, 

실험결과와 계산결과의 오차는 5.35%이다.

   압력용기의 정체압력, 정체온도 및 질소주입유량이 서로 다른 여러 실험

에 대하여 MARS/SMR을 이용한 모사가 이루어졌고, 시험대 내부의 압력, 

온도, 기공율 및 질소질량분율이 비교되었다. 다음은 표 6.3.1에 열거한 정상

상태 실험결과 중 각 측정변수의 측정 역이 최대이거나 최소인 경우에 대

한 MARS 코드의 계산결과이다.

   그림 6.3.3부터 6.3.5는 시험 SS-05A에 대한 모사결과이다. 시험 SS-05A

는 높은 정체압력, 높은 과냉도를 가지면서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지 않는 

시험으로 임계유량이 모든 시험 중에서 최대이다. 그림 6.3.3은 시험 SS-05A

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실험결과와 MARS 코

드의 계산결과는 모두 대부분의 압력강하가 출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다. MARS 코드의 계산은 입구에서의 압력강하를 실험결과보다 더 크게 예

측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시험대 내부의 압력을 낮게 예측하고 있다. 그

림 6.3.4는 시험 SS-05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계산결과는 시험대 내부의 온도를 전체적으로 높게 예측하고 있으며, 온도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6.3.5는 시험 SS-05A에 대한 시험대 내

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를 보여준다. 시험대의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기포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험대를 빠져나와 급격히 기포가 발생

하는 것을 모사하고 있다. 이는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온도가 동반 하락

하지 않고, 포화온도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림 6.3.6부터 6.3.8은 시험 SS-13B에 대한 모사결과이다. 시험 SS-13B

는 높은 정체압력, 낮은 과냉도 및 높은 비응축성기체 주입유량을 가지는 시

험으로 정체압력이 10MPa인 실험중에서 최소의 임계유량을 가진다. 그림 

6.3.6은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MARS 코드의 계산결과는 압력을 전체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다. 압력강하는 

출구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코드의 계산결과는 출구 부분에서 Peak

를 보인다. 이는 출구부분에서의 기포의 발생으로 동적 압력이 커졌기 때문

이다. 그림 6.3.7은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비교결과를 보

여준다. 온도는 코드의 계산결과가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경향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3.8은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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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를 보여준다. 모사결과는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지 않을 때와는 달리 시험대 입구 역에서 물의 기화가 발생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3.9부터 6.3.11은 시험 SS-08B에 대한 모사결과이다. 시험 SS-08B

는 낮은 정체압력, 높은 과냉도 및 낮은 비응축성기체 주입유량을 가지는 시

험으로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는 낮은 정체압력 조건에서는 최대의 임계유

량을 가진다. 그림 6.3.9와 6.3.10은 SS-08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 및 

온도분포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MARS 코드의 모사결과는 전체적인 시험

대의 압력을 약간 낮게 예측하고 있으며, 출구에서의 기포의 발생으로 동적 

압력이 상승하여 압력의 Peak가 발생하 다. 그리고 MARS 코드의 모사결

과는 온도를 약간 높게 예측하고 있으며, 시험대를 통한 온도변화는 거의 없

었다. 그림 6.3.11은 SS-08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를 보여준다. 모사결과는 시험대 입구 역에서 물의 기화가 일부 발

생하여 기포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질소질량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모사결과가 시험대의 압력을 낮게 예측하는 반면, 온도

는 높게 예측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림 6.3.12부터 6.3.14는 시험 SS-09D에 대한 모사결과이다. 시험 

SS-09D는 낮은 정체압력, 낮은 과냉도 및 높은 비응축성기체 주입유량을 가

지는 시험으로 임계유량이 모든 시험 중에서 최소이다. 그림 6.3.12와 6.3.13

은 SS-09D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 및 온도분포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압력의 모사결과는 실험으로부터 얻은 압력보다 약간 높은 값을 예측하고 

있으며, 온도의 모사결과도 역시 실험결과보다 약간 높은 값을 예측한다. 코

드의 모사결과에서는 시험대를 통한 압력 및 온도의 변화가 모두 아주 작았

다. 그림 6.3.14는 SS-09D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를 보여준다. 모사결과는 시험대 입구 역에서 물의 기화가 증가하

여 기포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질소질량분율은 시험대 입구와 출구에

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3.15부터 6.3.17은 시험 SS-16A에 대한 모사결과이다. 시험 

SS-16A는 내경이 10.9mm인 시험대 T2를 이용한 시험으로 높은 정체압력, 

높은 과냉도를 가지면서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지 않는 시험이다. 시험 

SS-16A는 시험대 T1을 사용하는 SS-05A와 거의 같은 조건에서 수행된 실

험이다. 그림 6.3.15와 6.3.16은 SS-16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 및 온도

분포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MARS 코드의 계산결과는 전체적으로 시험대 

내부의 압력을 상당히 낮게 예측하고 있고, 온도를 높게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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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7은 시험 SS-16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를 보여준다. 모사결과는 SS-05A의 모사결과와 비슷하다. 시험대의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기포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험대를 빠져나와 급격히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모사하고 있다.

   MARS/SMR의 계산결과는 포화상태에 가까울수록 전 시험대 역에서 

비교적 실험에서 얻어진 압력을 잘 예측하고 있는 반면, 정체상태의 과냉도

가 커지면 압력을 낮게 예측한다. MARS/SMR의 계산결과에서는 시험대를 

통한 온도의 변화가 아주 작았고, 따라서 실험결과를 항상 약간 높게 예측하

다. 과냉도가 커지면 그러한 경향은 심화되었으며, 포화상태에 가까울수록 

예측결과는 실험결과와 비슷하 다. 비응축가스가 주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대를 통과한 후 기포가 발생하지만, 비응축가스가 주입될 때는 시험대 

입구에서부터 기포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과냉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포화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시험대 입구에서의 기포의 발생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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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SMART 일체형원자로의 사고조건을 모의할 수 있는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Critical Flow Test Loop)를 설계, 제작하 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의 파단배관에 대하여 순수 임계유량실험뿐 아니라 비응축가스가 포함

된 임계유량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외 다양한 종류의 임계유량실험도 수행 

가능하도록 하 다. 

 대략 60 종류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임계유량실험의 지속성능은 60초 이상

이었으며 압력제어시스템(PCV)을 채택하여 정상상태의 유지 성능도 우수하

다. 비응축가스 임계유량실험을 위한 주입유량제어밸브(FCV)의 N2 가스 

주입성능의 정 도는 만족할 만하 으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실

험장치의 test section 전단의 방출 시 배관압력손실은 매우 적어 실험성능을 

해치지 않았으며 실험온도 유지를 위한 heater의 용량이 미흡하여 보강이 필

요하 다. 

 직경 20mm, 길이 300mm(T1) 및 직경 10.9mm, 길이 1000mm(T2)의 파이

프형상 test section에 대하여 정체조건 10MPa, 311℃ 이하에서 비응축가스

(N2) 향을 고려한 임계유량실험을 수행하 다. L/D=15의 짧은 파이프에서 

압력분포에 대한 비응축가스 향은 기포율 0.3 이하 역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 임계유량은 비응축가스 주입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정체

온도의 과냉도가 클수록 그 감소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2의 test 

section에 대한 임계유량실험에서는 냉각재 유량계의 측정범위가 크고 N2 

가스 주입유량이 방출 냉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안정된 실험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실험 시 test section 종류에 맞는 유

량계 측정범위 선정 및 주입유량제어밸브의 교정이 요구되었다.

   수행된 비응축가스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MARS 코드

에 사용된 Modified Henry-Fauske 임계유량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 다.

 MARS 코드의 계산결과, 비응축성기체가 주입되는 경우의 정상상태 임계유

량실험에 대한 MARS/SMR의 모사결과는 MARS/SMR의 임계유량모델로 

사용된 Modified Henry-Fauske 모델이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임계유량을 

6% 이내의 RMS 오차 범위에서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상태 임계유량실험에 대한 MARS/SMR의 계산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

하여 포화상태 역에서 압력을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으며, 정체상태의 과

냉도가 커지면서 압력을 낮게 예측하 다. MARS/SMR의 계산결과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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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체로 잘 예측하고 있으나, 과냉도가 커지면 약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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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계측기 사양

P = Pressure,  T = Temperature,  m = Mass Flow Rate

Location Tag Name Variable Model Calibration Range Error Remarks

Pressure Vessel

(PV-110)

PT102 P
Rosemount 3051PG5

0∼120 bar ±0.05%

TE113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 ±0.4%

Gas Injection Line

FT202 m Hoffer, HO1X1-30-B-1(RPR51S)-F25CS-CE

HIT-2-5-C-4-CE-F 0.012∼0.67 kg/s
±2%

based on 171 

bar, 87.5 ℃

TG1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 ±0.4%

Test Section

FT301 m
Probar, PBR+26S 0∼42 kg/s

±0.5%

based on 120 

bar, 

320 ℃ 

P0 P
Rosemount 3051CG5

0∼138 bar ±0.05%

P1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2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3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4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5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6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7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8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9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0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1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2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3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4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5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16 P
Rosemount 3051CD4

0∼20.7 bar ±0.05%

PL P
Rosemount 3051CG4

0∼20.7 bar ±0.05%

T0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 ±0.4%

T1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 ±0.4%

T2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 ±0.4%

T3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 ±0.4%

T4 T
Watlow, K-type, Unground, Special

0∼400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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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Test Matrix

정체압력

Ps (MPa)

입구 과냉도

△T(℃)

비응축가스 주입 유량

m (kg/s)

10

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2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5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7

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2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5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4

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2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50 0
유량제어밸브의 개도에 따라 결정되는  

3개 유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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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자료 정리 예 (T1-100-291_20-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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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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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자료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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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에서의 정체조건과 T/S 입구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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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에서의 정체조건과 T/S 입구조건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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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실험조건에 따른 임계유량 측정 및 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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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정상상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의 Test Matrix

ID Test ID No.
시험대

Type

정체압력

(MPa)

정제온도

(℃)

주입유량

(kg/s)

가스온도 

(℃)

액체임계유량 

(kg/s)

SS01A T1-70-266_20-S A 20 7.236 264.55 0 - 15.435

SS02A T1-70-286_00-S A 20 7.142 282.99 0 - 10.322

SS02B T1-70-286_00-S B 20 7.170 282.65 0.054 99.32 9.011

SS03A T1-70-286_00-S2 A 20 7.120 283.18 0 - 10.092

SS03B T1-70-286_00-S2 B 20 7.139 282.27 0.048 41 9.065

SS03C T1-70-286_00-S2 C 20 7.114 279.99 0.209 26.39 7.671

SS04A T1-70-266_20-S2 A 20 7.188 265.67 0 - 15.021

SS04B T1-70-266_20-S2 B 20 7.210 263.46 0.066 66.86 11.392

SS04C T1-70-266_20-S2 C 20 7.244 263.64 0.112 53.54 10.413

SS04D T1-70-266_20-S2 D 20 7.257 263.10 0.181 41.16 9.605

SS05A T1-100-261_50-S2 A 20 10.045 264.00 0 - 23.357

SS05B T1-100-261_50-S2 B 20 10.078 262.32 0.064 58.32 20.148

SS06A T1-100-291_20-S2 A 20 10.119 290.92 0 - 16.976

SS06B T1-100-291_20-S2 B 20 10.143 289.41 0.064 63.96 15.053

SS06C T1-100-291_20-S2 C 20 10.174 287.49 0.149 42.45 12.893

SS07A T1-70-236_50-S2 A 20 7.264 237.60 0 - 20.997

SS07B T1-70-236_50-S2 B 20 7.312 236.52 0.062 78.65 17.488

SS07C T1-70-236_50-S2 C 20 7.309 234.98 0.136 73.54 13.884

SS08A T1-40-200_50-S A 20 4.196 202.92 0 - 16.060

SS08B T1-40-200_50-S B 20 4.202 202.09 0.054 71.77 12.562

SS08C T1-40-200_50-S C 20 4.231 201.53 0.109 52.66 10.689

SS08D T1-40-200_50-S D 20 4.266 201.38 0.168 36.83 8.949

SS08E T1-40-200_50-S E 20 4.285 200.77 0.079 30.98 11.824

SS09A T1-40-250_00-S A 20 4.441 248.42 0 - 9.887

SS09B T1-40-250_00-S B 20 4.437 248.15 0.058 55.86 6.935

SS09C T1-40-250_00-S C 20 4.444 247.09 0.142 46.50 5.863

SS09D T1-40-250_00-S D 20 4.446 246.62 0.154 40.39 5.644

SS10A T1-40-230_20-S2 A 20 3.763 231.12 0 - 10.675

SS10B T1-40-230_20-S2 B 20 3.786 230.87 0.053 78.32 7.223

SS10C T1-40-230_20-S2 C 20 3.793 230.12 0.119 46.55 5.919

SS10D T1-40-230_20-S2 D 20 3.801 229.85 0.077 36.63 6.624

SS10E T1-40-230_20-S2 E 20 3.827 229.65 0.130 29.42 5.810

SS10F T1-40-230_20-S2 F 20 3.831 229.08 0.146 24.95 5.475

SS10G T1-40-230_20-S2 G 20 3.841 228.51 0.028 24.91 9.500

SS11A T1-100-311_00-S2 A 20 10.131 309.58 0 - 12.272

SS11B T1-100-311_00-S2 B 20 10.145 308.93 0.066 51.96 10.980

SS11C T1-100-311_00-S2 C 20 10.149 307.46 0.095 41.59 10.848

SS12A T1-70-236_50-S4 A 20 7.253 236.49 0 - 21.217

SS12B T1-70-236_50-S4 B 20 7.256 235.70 0.084 76.34 15.867

SS12C T1-70-236_50-S4 C 20 7.276 234.97 0.029 64.58 18.914

SS13A T1-100-311_00-S3 A 20 10.290 309.84 0 - 12.471

SS13B T1-100-311_00-S3 B 20 10.293 309.17 0.187 33.73 10.079

SS14A T1-100-261_50-S3 A 20 10.434 262.56 0 - 24.856

SS14B T1-100-261_50-S3 B 20 10.432 260.41 0.103 59.18 20.351

SS15A T1-100-291_20-S4 A 20 10.142 289.92 0 - 17.377

SS15B T1-100-291_20-S4 B 20 10.130 288.50 0.095 30.10 14.077

SS15C T1-100-291_20-S4 C 20 10.132 283.33 0.051 28.95 15.826

SS16A T2-100-261_50-S A 10.9 10.294 260.03 0 -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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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 Test Section 배관 개략도

그림 2.2.1 압력용기(PV-110)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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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N2 가스 주입 배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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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2.4 Test Section ((a) ID=20, L=300 mm, (b) ID=10.9, L=10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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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정상상태 임계유량 실험결과 (T1-100-291_20-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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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N2 주입유량에 따른 Test Section 압력분포 (T1-100-291_20-S2)

그림 5.1.3 N2 주입유량에 따른 Test Section 온도분포 (T1-100-291_20-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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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N2 가스주입유량에 따른 임계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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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정상상태 이상유동 

임계유량 실험장치의 모사를 위한 

MAR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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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시험대 T1을 이용한 임계유량 

실험결과와 MARS/SMR 계산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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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시험대 T2를 이용한 임계유량 

실험결과와 MARS/SMR 계산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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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SS-05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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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D: T1-100-261_50-S2-A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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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SS-05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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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SS-05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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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6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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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D: T1-100-311_00-S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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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7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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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D: T1-100-311_00-S3-B
 Experimental Data
 MARS/SMR Calculation

그림 6.3.8 SS-13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

-0.1 0.0 0.1 0.2 0.3
0.0

0.2

0.4

0.6

0.8

1.0

C
al

cu
la

te
d 

Vo
id

 fr
ac

tio
n 

or
 Q

ua
lit

y

Location (m)

Test ID: T1-100-311_00-S3-B
 Void Fraction
 Nitrogen Gas Mass Fraction



- 52 -

그림 6.3.9 SS-08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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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0 SS-08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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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1 SS-08B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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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2 SS-09D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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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3 SS-09D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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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D: T1-40-250_00-S-D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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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4 SS-09D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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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5 SS-16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압력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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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6 SS-16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온도분포의 비교

0.0 0.2 0.4 0.6 0.8 1.0
0

50

100

150

200

250

300

Te
m

pe
ra

tu
re

 (o C
)

Location (m)

Test ID: T2-100-261_50-S-A
 Experimental Data
 MARS/SMR Calculation



- 56 -

그림 6.3.17 SS-16A에 대한 시험대 내부의 기공율과 

질소질량분율의 모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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