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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액체 속로 유체  계측제어계통 설계기술개발(‘03)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재 원자력발 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의 환경문제  에

지자원 고갈 문제에 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 이 차지하는 비 은 력 생산량의 40%에 이른다. 한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경수로는 

once-through 핵연료주기를 사용함으로써 매년 막 한 양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고 있어 사

용후핵연료의 장문제에 한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두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

는 기존 경수로와는 달리 액체 속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을 경수로 비 60배 이상 증가

시킬 수 있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장수명 방사성 핵종을 소멸시킴으로써 사용후핵

연료 장문제 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액체 속로 기술의 개발  축 은 필수 으로 요구되며, 국내의 액체

속로 경험은 1단계 연구를 통하여 150 MWe  국내최  액체 속로인 KALIMER에 한 개

념설계를 개발하 으며, 이에 필요한 산체제개발이 이루어져 액체 속로 계통을 독자 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액체 속로에 비하여 경제성과 안

정성이 보다 향상된 액 로를 개발하기 해서는 기개발된 액 로기술을 개선, 보완하고 우리 

고유의 계통 개념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원자로개념을 창출하고, 

개념설계에 필요한 산체제를 개발 는 보완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의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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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설계 기술개발

  -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신개념 계통 설계개념 비설정

      + 유체계통 개념설계 기 설정

      + 각 계통  주요기기 설계인자 설정

      + 증기발생기 방폭계통 개념 비설정

      +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특성평가

      + 노심 유로폐쇄 특성 탐지개념 비설정

      + 원자로 헤드  상부 구조물 열 달 특성분석

      + 원자로 풀 내부 정상상태 열유동 특성분석

  - IHTS 단순화 기술개발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기기배치 특성평가

  - 발 소 동 설계 기술개발

    ∙원자로 내부 병렬회로 역류 과도 상 향평가

    ∙일차계통 자펌  성보완장치 성능요건 특성평가

  -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 자펌  맥동 상 주요 향인자 특성분석  실험결과를 이용한 안정성 기 설정

    ∙IHX 열유체 설계 최 화 방법론 개발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해석 체제 개선

    ∙개선된 해석체제의 평가  보완

  -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압력방출계통 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기능보완

  - 난류 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국부 난류요동 진폭  주 수 해석체제 개발

  - 계통 성능분석 산체제 개선

    ∙LSYS 재순환 운 모드 분석기능 도입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설계 산코드 개발

    ∙피동풀 직 냉각계통(PDRC) 해석코드 개발

    ∙ 자펌  맥동 상 분석 해석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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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지난 단계까지 이룬 계통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액체 속로의 문제  해결  경

제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우리 고유의 계통 개념을 창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하여 

KALIMER-600 설계구조의 단순화,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취약  확인  이의 해소방안 개발, 

IHTS제거 설계개념개발, 기기성능의 최 화 방법론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신개념 원자로해석에 필요한 방법론의 개발과 산코드를 자체개발하여 국내 

액체 속로 기술의 독자성확보에 기여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설계개념에 하여 추가로 필요한 계통설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

고,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자체개발한 산해석코드의 검증에 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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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Technology for LMR('03)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urrently nuclear energy is almost an unique solution to the lack of energy and 

environment problems like a green house effect and acid rain which are from the use of 

fissile fuel. Especially about 40 % of total electricity is generated from nuclear energy in 

Korea and lots of spent fuels are accumulated from year to year. This means it requires a 

solution to the storage of spent fuel of a high radiation level. Whereas LWR has such 

problems, LMR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ranium use by 60 times than LWR and 

reduce the storage load by making the re-use of LWR spent fuel.    

    As results, it is inevitably required to develop LMR technology in Korea. Through the 

research work of Research Phase I, the fundamentals of the LMR system technology have 

been secured by the conceptual design of 150 MWe KALIMER and developing computer 

codes required for the design.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vise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establish our own unique system to be able to develop an improved LMR 

with better plant economy and safety comparing to the existing LMR.

    To meet the necessity, improved reactor concepts have been established, and  computer 

codes required for the design improvement have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in this term are as follows.

   ◦Technology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 Technology development of fluid and I/C basic systems

    ∙Preliminary establishment of new concept system design

  - Technology development of IHTS si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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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analysis of integrated SG

    ∙Component layout characteristic analysis of integrated SG

  - Technology development of dynamic design of plant

    ∙Evaluation of reverse flow transient effects of reactor internal parallel flow

    ∙Evaluation of coastdown inertia device performance requirement of PHTS EMP

  - Technology development of major components performance improvement  

    ∙Characteristic analysis of major parameters on EMP pulsation and establishment of 

stability criteria using experimental results

    ∙Technology development of IHX T/H design optimization methodology

   ◦Development of fluid system computer code

  -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T/H code for detailed analysis

    ∙Evaluation and revision of the analysis code

  - Development of the analysis code for the mid and late phases of a SWR event

    ∙improvement for characteristic evaluation function of pressure relief system design 

parameters

  - Development of the analysis code for thermal striping due to turbulent flow

    ∙Development of the analysis code for amplitude and frequency of local turbulent 

flow

  - Improvement of system performance analysis code

    ∙Incorporation of plant recirculation operation mode into LSYS

    ∙Development of the design code for IHTS/SG integrated SG

    ∙Development of the analysis code for PDRC

    ∙Development of the analysis code for EMP pulsation

Ⅳ. Result of Project

    Based on the design and analysis methodology developed in Research Phase I, research 

work has been carried out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xisting LMR and to establish a 

system of improved LMR with better plant economy and safety in this study. By the 

work, some results were secured and they are the simplification of KALIMER-600 

structure, identification of the drawback and solution in the conventional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development of the system design concept without IHTS, and 

optimization method for the major component design.

    Along with these results, analysis methods and computer codes which are requi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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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the new reactor design concept were also developed and it contributes to the 

self-reliance of domestic LMR technology.

Ⅴ. Plan and Proposal for Uti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Using the results of this year research, the system design concepts are to be further 

improved and detailed. Also the developed computer codes are to be verified using 

experimental results. Through these efforts, the key technologies for LMR will be further 

developed and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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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보고서는 장기 과제로 수행되는 액체 속로 설계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유체  계측제어 계

통설계 기술개발 과제의 3단계 2차년도 연구 실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최종 목표인 "

경제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소듐냉각 액체 속로의 설계개념 개발"을 달성하기 하여 총 5단계로 수행

되는 연구로 각 단계  연차별로 연구개발 목표를 세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필요성

◦기술  측면

- 유체계통 설계개발은 액체 속로 열유체 상 해석과 기기  계통에 한 설계기술을 종

합하여 계통을 구성하는 기술로서 액체 속로 설계기술의 국내확보에 필수 인 분야임.

- 액체 속로 계측제어계통은 액체 속로 랜트 운 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계

통이므로 디지탈 기술 도입에 따른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함.

- 액체 속로 상용화 시 에서의 기술 속을 탈피하기 해서 국내 고유모델 확립과 련 기

술개발이 필수 임.

- 이 게 기술 으로 개발이 필요한 액체 속로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유사기술인 경수로

의 기술이 국내에 이미 확보되어 있기에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액체 속로 기술에 한 

연구개발이 체계 ․장기 으로 추진될 경우 최소한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 의 기술 

확보가 가능하여지기에 액체 속로 기술연구는 종합  기술수 향상을 한 효율 인 방법

이 됨.

◦경제·산업  측면

-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장기 으로 우라늄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 화하는 액체 속로의 도입이 요구됨.

- 국내에서 경제와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력의 40%가 원자력발 에 의해 생산되는 상황

인데 비하여 이러한 원자력발 에 수반되는 사용후연료의 한 보  는 처리방법이 설

정되지 않아 이를 한 효율 인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비해 액체 속로는 이

러한 경 수로의 사용후 연료문제에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안장 인 경제

산업구조형성을 해서 액체 속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 액체 속로는  시 에서 경․ 수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나, 2030년경 이후에는 신 설

계 개념의 도입  에 지 수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성을 갖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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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선진국을 심으로 많은 연구 개발 투자비가 투입되어 범 한 액체

속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재는 기술  이유가 아닌 정치․경제  이유로 인해 

침체 조정기에 놓여 있음.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액체 속로 개발 지 혹은 연구개발 투자 감소에 따라 문인력의 

계속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

을 제공하고 있음. 즉,

           ∙선진국에서 입증된 기술의 경제 ․효율  도입 가능

           ∙기술개발  외 력 추진 용이

           ∙선진국들과 등한 계에서 연구개발의 능동  추진 가능

- 액체 속로 상용화 경우 상되는 막 한 경제 ․산업   효과를 고려할 때, 선진국과

의 력 하에 정 수 의 장기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사회·문화  측면

- 액체 속로 설계 기술의 핵심 분야  하나인 유체계통 설계 기술 확보는 액체 속로 설계 

기술의 국내 확보를 해서 필수 인 사항으로서, 액체 속로 설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원

자력 기술의 다양화  기술수 의 선진화를 확보하고, 한 액체 속로 개발을 통하여 

련 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며, 원자로 기술의 다원화  선진화로 해외에서 선진국과의 

산업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컴퓨터, 디지탈 기술  네트워크 등을 액체 속로 계측제어계통에 용함으로 인해, 

KALIMER 제어실 설계 개념의 변화와 운 원 역할  정보처리 특성의 변화가 래되고 

있어서 신기술/기기의 용에 따르는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하여, 최 화된 운  정보제공 기능, 인 오류 방 기능, 유지보수 최 화를 한 지

원기능 등을 반 하여 고도화함으로써, KALIMER의 안 성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민 

이해 증진에 기여함. 

나) 국내외 련분야의 환경변화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에서 GEN-IV 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원자로 개념을 수집 분

석 비교한 결과 소듐냉각 액체 속 원자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노형  하나로 평가되었음.

    ◦우리나라도 GEN-IV 로그램에 참여하여 원자력 선진국과 공동으로 액체 속로에 한 최첨

단 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므로 이에 비한 비가 필요함.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가) 최종목표  내용

◦최종목표 : 액체 속로 계통설계 략 핵심기술 확보

      - 계통설계 기술개발

           ∙IHTS 단순화/계통구성 최 화 등을 통한 경제성이 향상된 유체계통설계 기술확보

           ∙피동 안 계통을 사용 등을 통한 안 성이 향상된 계통개념 개발 기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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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기 성능 향상을 통한 가동율이 향상된 계통개념 개발 기술확보

           ∙액체 속 고유의 열수력 특성  기기 특성에 따른 계측방법론과 보호  제어 개념 확보

를 통한 계측제어 계통 핵심설계기술 확보

      -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IHX/SG 일체화 등의 신 개념 원자로 성능분석 해석 기술확보

           ∙Thermal striping, 소듐-물반응  고온풀 자유액면 거동과 같은 다차원 국부 열유동 해석 

기술을 통한 기기  구조물 과도상태 해석기술 확보

           ∙복합 열 달( 도/ 류/복사/상변화) 상을 해석기술확보

           ∙ 자기 펌  맥동 상, 성보완 장치 설계 최 화  IHX/SG 일체화 기기 성능특성 해

석 기술 확보

나) 당해단계 목표  내용

    ◦계통설계 기술 개발

      - 계통 기본구성기술 개발

           ∙경제성  안 성 향상 방안 연구

           ∙신개념 계통 핵심개념 개발

      -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IHX와 SG의 일체화 개념 열 달 특성분석

           ∙제어 구 성의 설계 개념 개발

      - 발 소 동  설계 기술 개발

           ∙계통 열용량과 제어성 간의 상 성 평가  제어 응답성 개선

           ∙원자로 내부 열유동 과도 상 분석  설계 개념 개선

      -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 자펌  작동 안 성을 한 맥동 상 분석 기술 개발

           ∙IHX shell측 유로성능 평가기술 개발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선

           ∙ 류항 모형 고차화

           ∙난류 모형 정 화

      -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계통 과도 해석 산코드 개선

           ∙계통 배  상세묘사 기능 도입

           ∙반응물 처리계통 해석 기능 도입

      -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유체 요동 진폭  주 수 해석 체제 개발

           ∙유체와 구조물 연계 온도 요동 해석 체제 개발

      - 계통 성능분석 산체제 개선

           ∙재순환운 모드 분석 기능 도입

           ∙역류유동 해석 기능도입

           ∙IHTS/SG 일체화 개념 성능평가 코드 개발

           ∙원자로 풀 직 냉각 계통(PDRC) 해석코드 개발

           ∙ 자펌  맥동 상 분석 해석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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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년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목표 세부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과제평가시 평가기

계통설계 기술 

개발

- 계통기본구성 

기술개발

- IHTS 단순화 기본 

기술 개발

- 발 소 동  설계 기술 

개발

- 핵심기기 성능 개선 

기술개발

- 신개념 계통 설계개념 비 

설정

   ∙유체계통 개념 설계 

기 설정

   ∙각 계통  주요기기 

설계인자 설정

   ∙증기발생기 방폭계통 개념 

비설정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특성평가

   ∙노심 유로폐쇄 특성 탐지 

개념 비설정

   ∙원자로 헤드  상부 구조물 

열 달 특성분석

   ∙원자로 풀내부 정상상태 

열유동 특성 분석 

- 일체화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기기 

배치 특성평가

- 원자로 내부 병렬회로 역류 

과도 상 향 평가 

- 일차계통 자펌  

성보완장치 성능요건 

특성평가

- 자펌  맥동 상 

주요 향인자 특성분석  

실험결과를 이용한 안정성 

기 설정

- IHX 열유체 설계 최 화 

방법론 개발

- 설정된 설계개념의 

신뢰성

- 개발 개념의 타당성

- 분석방법론의 성

- 평가결과의 객 성

- 주요 물리  상 고려 

충실성

- 분석방법론의 성

- 연구결과의 활용성

- 해석 범 와 방법의 

성

- 평가결과의 신뢰성

- 해석 모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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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목표 세부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과제평가시 평가기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선

-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 계통 성능분석 산 

체제 개선

- 개선된 해석체제의 평가  

보완 

- 압력방출 계통 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기능 보완

- 국부난류 요동 진폭  주 수 

해석 체제 개발

- LSYS 재순환 운 모드 분석 

기능 도입

-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설계 산코드 개발

- 피동 풀 직 냉각계통(PDRC) 

해석코드 개발

- 자펌  맥동 상 분석 

해석체제 개발

- 개선방법의 성

- 연구 결과의 활용성

- 개선방법의 성

- 해석결과의 신뢰성

- 해석 범 와 방법의 

성

- 해석 모형의 타당성

- 해석체제의 기능성

- 해석체제의 발 성

3) 추진 략  방법

    ◦개요

      - 연구수행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하여 계통을 설계하는 설계기술 개발, 그리고 설계  해석을 

한 설계 산체제 개발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계통 개념 설계  설계기술 개발

      - 해외 각 국의 계통 개념 특성을 악하고 계통 용량에 따른 계통구성 특성을 평가하여 3단계 1

차년도에서 설정된 신개념 용량 설계개념의 설계자료를 생산함.

      -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고 액체 속로의 건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년도에서 개발

한 IHTS/SG 일체화 개념 성능특성 자체  NSSS구조특성에 한 평가를 통하여 개념의 실

성 강화  완성도를 증진시킴.

      - 설정된 신개념 설계에 한 주요기기 크기를 설정하고 각 기기의 설계특성을 분석하여 설계

개념의 실성을 향상함.

      - 이  단계에서 개발된 계통 성능분석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로 내부 열유동 과도 상의 향을 

분석함.

      - 액체 속로에서 사용되는 자기 펌 는 기기 특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펌  용량  크기

가 증가하면 계통 운 의 안정성을 해하는 자기 펌 의 맥동 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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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자기 펌 의 자기장  유체 유동 특성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

      - 간 열교환기(IHX)는 고온의 유체가 작동되어 과도한 열  하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하여 통(shell)측 유로 구조에 한 성능에 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  개념의 설

계 기술을 개발함.

      - 원자력발 소의 계통설계 기술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기기 제작자의 지원이 요구되는 특성임에 

비하여 액체 속로 계통 설계기술은 국내에 경험이 거의 축 되어 있지 않아서 기기에 한 개

발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설계 안별의 분석을 시하고 한 외국과의 국제 력을 통하여 국

내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함.

      - 유체계통 설계 기술은 타 설계 분야와의 연계가 요하므로 개발되는 유체계통 설계기술의 충

실성이 확보되도록 련 계통과의 연계 사항 처리를 시하여 개발되어 가는 설계가 효율 인 

설계가 되도록 함.

      - 국내에는 아직 액체 속로에 한 인허가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인허가성에 한 

국외의 인허가 요건을 고려하고, 경수로 경우와 같이 외국의 새로운 인허가 요건이 국내에서 처리

된 사례를 검토하여 설계방향을 국내 인허가에 성공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함.

    ◦ 산 코드 개발

      - 기 도출된 KALIMER의 유체계통 설계에 필요한 산 코드를 설계 개발 일정 맞추어 코드체제 

확보 우선 순 를 정하고 이에 따라 코드를 개발해 나가 계통설계 기술 개발에 효율 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추진함.

      - Pool 내의 열유동해석은 1,2단계에서 확보된 COMMIX-1AR/P  CFX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원자로 풀 내부 국부유동  Non-steady 난류유동 특성 해석을 한 류항 고차화  난류모

형 정 화에 을 맞추어 개발된 해석 방법론을 액체 속 원자로 고유 상인 열성층 문제 등

에 용하여 종합 인 평가  보완 작업을 수행함. 

      - 액체 속로에서 발생되는 가장 복잡한 열 달 상인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열유체 

상을 정성  정량 으로 분석하고 이에 비한 설계를 수행하기 하여 STAR-CD 산코드를 

이용한 LES 해석방법으로 Non-steady 난류 유동의 상 분석방법론을 개발함.

      - 산 코드의 개발 모형은 우선 으로는 공개된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하되 코드의 검증은 

자체 생산된 실험을 통해 수행하는 근 방법을 설정하여 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 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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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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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수행내용  결과

1) 계통설계 기술개발

가)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계통 기본 구성 기술 능력은 재의 노형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노형의 설계를 개발하는 데 필수

인 기술이다. 이  단계까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액체 속로 계통 설계의 특성 이해  

설계 기본 기술의 습득 단계 으나 그 동안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KALIMER의 유체  계측제어 계통 

설계 기술 개발이 계통에 한 개념설계 개발을 완료한 이번 단계에서부터는 계통 기본구성 기술은 계

통기술개발의 요 항목의 하나가 된다. 지난 연도의 연구결과를 출발 으로 하여 안 성  경제성이 

향상된 설계 개념 개발의 단계목표를 구 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KALIMER 600 

설계 구조의 단순화, 피동잔열제거 계통의 취약  확인  이의 해소방안 개발, IHTS제거 설계개념개

발, 기기성능의 최 화 방법론 개발의 성과를 이루었다.    

(1) 신개념 계통 설계개념 비설정

 KALIMER 600의 경제성 강화 측면에서 KALIMER 600의 구조를 3 loop에서 2 loop로 단순화시키

는 연구가 수행 으며 한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에 한 평가를 통하여 KALIEMR-600의 잔열제거 

계통을 PDRC만으로 구성시키는 개념으로 설계 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연구  사고시 이의 조기감지을 

한 기술에 한 연구 그리고 설정된 설계 개념의 구체화를 한 인자 설정  특성 분석의 연구가 각  

계통에 하여 수행되었다.   

(가) 유체계통 개념 설계기  설정

    KALIMER-600의 최상  설계요건을 기본으로하여 안 성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는 설계 개

념의 구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체계통 개념의 설계기  설정이 이루어졌다. 각 유체계통의 설계를 

수행하기 한 유체설계 반  에서의 유체계통 설계 안내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안내서의 지침에 

따르는 각 계통의 설계요건이 설정되었다. 설계 요건은 계통별 즉 PHTS, IHTS, SGS. RHRS, 계측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 감시계통의 8가지 계통별 요건과 모든 계통에 동일하게 용되는 공통요건으로 구

분되며, 2단계에서 개발되었던 KALIMER-150의 설계요건체제를 활용하되 발 소 용량증가  새로운 

설계기술 개발결과가 반 되어 설정되었다.

  한 KALIMER-600의 성능요건을 만족시키는 정격운 상태의 NSSS 열평형을 분석하여 NSSS 

주요지 의 온도  유량을 설정하 으며 이를 통하여 계통설계의 기 을 설정하 다. 

  

(나) 각 계통  주요기기 설계인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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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HTS

신개념 액체 속로 KALIMER-600은 기출력 600MWe, 열출력 1,600MWt이고, KALIMER-150 [한

도희 외, 2002]과 동일한 풀형 원자로(Pool Type Reactor)이다. 이러한 KALIMER-600의 주열 달계통

(PHTS :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은 노심에서 열이 발생되고 발생되는 열이 간계통에 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노심, 냉각재 펌 , 간열교환기 등의 기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연

도에는 지난 연도에 설정된 PHTS 설계 개념 결과에 loop 수 변동 반   개념의 상세화 연구를 수행

하여 계통  기기의 설계인자를 설정하 다.  

주열 달계통은 루 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루  1개에  IHX가 2개, 펌 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 KALIMER-150와 달리 원자로 정지 시 노심잔열을 제거하기 해 DHX가 2개 배치되어 있다. 그

림 1은 KALIMER-600의 PHTS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KALIMER-600 PHTS 구조

냉각재 펌 는 펌 에 요구되는 용량이 용량이며 원자로 내의 기계  설계 을 고려하여 기계

식 펌 로 그 형식을 변경하 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의 소듐은 PHTS 펌  2 로 순환

시킨다. 펌 는 기계식 원심펌 이고, 원자로 barrel과 baffle사이 환형 공간에 설치된다. 각 펌 는 펌  

흡입구로 일차 소듐을 취하여 노심입구 plenum으로 방출한다. 펌 의 개략도는 그림 2에 있다. 펌 는 

노심집합체의 상부에 치한 환형공간의 고정된 closure를 통하면서 설치된다. 환형공간은 간열 달

교환기와 공유한다. IHX를 거치면서 냉각된 일차 소듐은 원자로용기 하부 리넘의 고정차폐지역을 지

나고, 펌  입구노즐로 흡입된 후 방출배 을 따라서 inlet plenum으로 유입된다. 펌 설계자료는 표 1

에 있다. 유량과 수두는 펌  임펠러의 회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서 조정이 가능하다. 첫째는 펌 에 공

되는 기의 주 수를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fluidic converter를 이용하여 회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

법이다. 매우 은 유량이 필요한 재장  운 시에는 펌 의 주 모터를 보호하기 해 pony 모터를 사

용한다. 펌 에 공 되는 기는 용 input transformer, solid state, variabl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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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conditioning unit를 거쳐 normal power distribution system로부터 공 된다. 모든 1차계통 펌

는 coastdown이 가능하도록 라이휠을 장착하고 있다. 정상 인 기공 이 단되면 라이휠에 장

된 운동에 지는 coastdown이 가능하도록 펌  임펠러를 회 시키는데 사용된다. 련 설계자료는 표 2

에 있다.

 

그림 2 1차계통 펌 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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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펌  설계자료

Items Data

Pump type

Number of pumps

Flow rate(kg/sec)/pump

Developed head(MPa)

Sodium inlet temperature(C)

Electric Power(MWe)/pump

Efficiency(%)

Length(m)

Maximum diameter

Centrifugal type mechanical pump

2

4331

0.8

365.0

4.0

TBD

TBD

2.4

표 2 펌 라이휠 련설계자료

Items Data

Flywheel Inertia moment(kg-m2)

Flywheel diameter(m)

Flywheel width(m)

Flywheel rotating speed(rpm)

TBD

TBD

TBD

TBD

KALIMER-600 원자로에는 IHX가 4개 있다. IHX는 노심내의 방사화된 소듐으로 부터 간계통의 

비방사화된 소듐으로 열을 달한다.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이 IHX는 원자로 노심상부에 원자로지지 원

통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환형 역 내에 치한다. IHX의 모든 부품은 SS-304 강으로 제조된다.  IHX

의 단면  부 는 원통형 모양이다. 고온 풀로부터 나온 1차 소듐은 IHX 상부 튜 시트 바로 아래로 흘

러 들어가서 IHX 쉘측을 통하여 아래로 흘러 내려간다. 다음에, 1차 소듐은 도넛 형태의 배 을 돌아 

지나가서, 하부 간의 소듐통로 아래의 공간으로 흘러 내려간다. 이 하부공간은 1차 소듐이 온 풀로 

빠져 나가는 출구 노즐을 갖고 있다. 증기발생기로부터 IHX로 흘러 들어오는 온의 2차 소듐은 IHX의 

심부에 있는 하향 (downcomer)을 통하여 흘러 내려가서 하부 간의 소듐 통로로 가고, 소듐은 하

부 튜 시트에 용 되어 있는 튜  속으로 흘러 들어가 상부 튜 시트 쪽으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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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Core

D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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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IHX

그림 3 KALIMER-600 원자로 내부기기 배치형태

 IHX의 작동온도는 속연료 재료의 개발속도를 고려한 KALIMER-600의 노심출구 온도감소로 

KALIMER-150과 약간 다르게 설계되었다. 즉, 1차측인 PHTS측의 입구온도는 509.8℃이고 출구온도는3  

365.0℃이며, 2차측인 IHTS측의 출구온도는 495.0℃이며 입구온도는 310.7℃이다. 

그림 4는 KALIMER-600의 IHX 형태를, 그림 5는 IHX 설계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IHX 1기 당 1차 

측 유량은 2165.43Kg/s, 2차 측 유량은 1692.25Kg/s 이고 열용량은 400 MWt이다.  IHX 쉘 측 압력손

실은 소듐 높이 5m에 해당하는 압력차가 되도록 설계한다.

그림 4 KALIMER-600 IHX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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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ALIMER-600 IHX 설계 사양

이것은 정상운  시 DHX의 높이가 5m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 사고 시에는 DHX가 온 

풀에 잠겨 열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최석기, 2003]의 설계에 의하면 IHX 1차 측 입구노즐에서 

출구노즐 입구까지 압력손실 값은 24.70KPa이고 IHX 2차 측 하향  시작부터 2차 측 출구 끝까지 압력

손실 값은 48.51KPa 이다. KALIMER-600 IHX의 주요 설계변수는 표 3과 같다.

표 3 KALIMER-600 IHX설계변수

 설계인자 주요사양 설계인자  주요사양

 IHX 갯수 4/원자로  열  피치/직경(P/D)비 1.78

 형태  TEMA type S  열  길이 6m

 IHX당 열출력    400Mwt  열  외경  12.7mm

 1차측 소듐 유량/IHX  2165.43Kg/s  열  내경  11.1mm

 2차측 소듐 유량/IHX  1692.25Kg/s  열  두께   0.8mm

 1차측 소듐 입구/출구 온도  509.8/365.0℃  열  배열  Triangular

 2차측 소듐 입구/출구 온도  310.7/495.0℃  열  재질  SS304

 열  수/IHX  6,912개  Flow Hole의 직경  10.9mm

 열  형태  직 형  Flow Hole 수  13,824개

 튜 측 냉각재  2차측 소듐  Baffle 형태  Doughnut 형

 쉘측 냉각재  1차측 소듐  IHX Shell 내경  2.124m

1차측 입구노즐에서 출구노즐 
시작까지 압력손실  24.7kPa  IHX Shell 총 길이  7.9m

2차측 내부 유입  시작부터 
출구  끝까지 압력손실  48.51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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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HTS

기출력 600 MW  신개념 소듐 냉각 액체 속로의 경제성과 안 성을 향상하기 한 목 으로 1

차년도에 개발된 계통을 기 으로 IHTS/SGS의 루 수를 3-루 에서 2-루 로 계통의 기기수를 여서 

체계통의 경제성이 되도록 IHTS의 설계인자를 설정하 다.

㉮ KALIMER-600  IHTS 계통 개요

KALIMER-600의 간열 달계통(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IHTS)은 기존 

KALIMER-150과 동일한 기능과 주요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간열 달계통은 PHTS(Primary heat 

transport system)계통에서 SGS(Steam Generator System)계통으로 열을 달하기 한 계통으로 loop 

2 개로 구성되고, 각 loop의 정격 열제거량은 803.4 Mwt이다. 각 loop의 주요기기는 간열교환기 2 , 

순환펌 , SWRPRS(Sodium 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ubsystem) 등으로 구성되고 증기발생기 

1 에 배 으로 연결된다. 고온  구경 배 의 직경은 0.6 m, 온  구경 배 의 직경은 0.82 m,  

온  소구경 배  직경은 0.58 m 이다. IHTS 계통의 소듐은 펌 로 순환되며, loop의 온 에 설치

된다.

㉯ KALIMER-600 IHTS 배 직경

액체 속로의 배  직경은 작동유체가 고온의 소듐일 경우 열팽창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 내 소듐

의 유속 한 침식(erosion)과 부식(corrosion)을 고려하여 일정속도로 제한하 다. KALIMER-600 간

계통의 loop 개수는 2개를 용할 때 고온 과 온 의 배 직경은 다음 표 4와 같다. 각 loop의 고온

은 2 개이고, 온 은 구경 1 개에서 소구경 2 개로 분기하여 각각의 간열교환기에 연결되는 형

태이다.

표 4 고온 과 온 의 배 직경

도
(kg/m3)

유량
(m3/ ) 루 수 루 당 유량

(m3/ )
갯수

(per loop)
유량
(m3/ )

직경
(m)

고온 833.6 8.12 2 4.06 2 2.03 0.60

고온 833.6 8.12 2 4.06 1 4.06 0.84

온 877.8 7.71 2 3.86 2 1.93 0.58

온 877.8 7.71 2 3.86 1 3.86 0.82

㉰ KALIMER-600 IHTS배 의 배치형상 

KALIMER-600 IHTS 배 의 배치형상은 기계분야에서 발행된 자료를 용하 다.

㉱ KALIMER-600 IHTS 계통의 압력손실

압력손실산정 상부품은 크게 배 , Tee, Elbow, 밸 , IHX, SG 등이다. 각 부 의 정압(static 

pressure)은 cover gas의 압력을 기 압력으로 용하여 분석하 으며 간계통 배 배열  부품설계

에 의한 IHTS 계통내 총 압력손실은 약 0.2 MPa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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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MER-600 IHTS 계통의 격리밸  작동시간

배  격리밸 의 개폐작동시간의 빠르기에 따라 배 내에 water-hammer flow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water-hammer flow발생을 방지하기 해서는 밸 를 천천히 작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KALIMER-600의 배 계통에 한 최소 작동 소요시간을 배 의 구성  배 을 흐르는 유체의 음속으

로부터 계산한 후 계산 결과에 여유도를 부과하여 60 를 모터구동밸 의 개폐 작동시간으로 설정하

다.

㉳ KALIMER-600 IHTS 계통의 SWR 반응물 피동 지를 한 고온  온의 배 높이차

SWR 사고가 발생하면 열 을 통하여 SWR 반응물이 배출되고, 이 때 격리밸 가 작동하여 IHX

를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격리밸 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손부 에서 출된 물-증기가 증기발생기

의 앙 실린더를 통하여 소듐배출탱크로 배출되고, 증기발생기의 상하부 노즐에 압력차가 발생한다. 이 

압력차는 소듐-물 경계면을 IHX 내부로 이동시키는 구동력으로 작동하는데, 이를 피하기 하여 고온배

과 온배 사이에 높이차를 형성하여 피동 으로 SWR 반응물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 SWR 사고후 

소듐배출탱크의 압력변화는 1 기압에서 4 기압까지 변화하는데, 압력이 높을수록 최소높이차는 작아지

며, 가장 높은 최소높이차는 1 기압일 때 약 3.9 m이다. 따라서 설계된 IHTS의 배치형상에서 높이차는 

7.5 m 이므로 SWR 반응물의 이동을 피동으로 지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

㉴ KALIMER-600 IHTS 계통의 자펌 설계

간계통 냉각재 순환 펌 는 연결 배 을 비롯한 계통을 단순화 할 수 있고, 유량 조   유지/보

수의 용이성을 등을 고려하여 환형 유도 자펌 로 설정하 다. 펌 는 각 간계통의 온배 에 1 

씩 설치되며, 정격 운  에는 0.22MPa의 양정과 3384.5kg/sec의 성능을 갖는다. 자펌 의 주요 설계

제한사항인 펌 내 최 소듐유속은 12m/sec 이하로 설정하여 소듐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펌 에서의 유동불안정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펌 내 자기 

이놀즈 수가 1.0 가 유지되게 하 다.

펌 설계는 설정된 펌 의 형상, 유량  양정에 한 설계변수들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펌 의 외

형크기를 게 하면서, 효율을 최 화 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 다. 그림 6는 한 펌  설계를 

하여 주 수와 slip에 따라  펌 의 외형크기와 효율을 도시한 것으로, 공  주 수와 같은 주요 설계

변수들에 해 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역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IHTS 자펌 는 설계되었으며 주요 펌 설계 사양  형상은 표 5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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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ALIMER-600 IHTS EM Pump Configuration

표 5 간계통 자펌  설계사양

설 계 인 자 단 설 계 값

형  식 환형유도 자펌  

유  량 m3/sec 3.88

양  정 MPa 0.22

작동온도 ℃ 310

상(Phase) 수 개 3

극(Pole) 수 개 8

슬롯(slot) 수  /(상-극) 개 3

  압 V 1024

공  주 수 Hz 40

소듐 유로 두께 m 0.07

최  소듐 유속 m/sec 12

효  율 % 31.9

③ RHRS



- 26 -

지난 연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PVCS와 PDRC로 구성되는 KALIMER-600의 잔열제거 계통 설계 

구조를, 분석을 통하여 PDRC만으로 요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잔열제거계통 설계구조를 단순화하

으며 이를 한 PDRC 계통 기기에 한 설계를 구체화하여 계통  주요기기의 설계인자 값을 설정완

료하 다.

㉮ KALIMER-600 PDRC 계통 개요

KALIMER-600의 잔열제거계통인 피동 붕괴열 제거회로(Passive safety-grade Decay heat Removal 

Circuit ; PDRC) 계통은 노심 붕괴열 제거를 해 원자로 풀(pool)에 소듐-소듐 열교환기(DHX)를 설치

하고 별도의 제열용 소듐 루 로 연결된 소듐-공기 열교환기(AHX)를 이용하여 소듐  공기의 자연순

환에 의해 계통의 열을 최종 열침원인 기 으로 방출시키는 개념이다. 한, 정상운  에는 소듐-

소듐 열교환기와 풀 소듐의 직  을 차단하는 개념을 용하여 별도의 소듐루  차단 밸 나 공기 

퍼 등의 추가 설비를 제거하여 계통 작동을 한 운 원의 개입을 완 히 배제하므로써, 기존의 유사 

개념을 사용하는 SPX (Super Phenix)  EFR (European Fast Reactor) [Darrington,1993] 등의 원자로

와 비교하여 작동 신뢰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킨 완 한 피동 형식을 채택한 우리 고유의 독창 인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어재 , 2003]. 그림 8은 KALIMER-600 피동 잔열제거계통 형상을 개략 으로 도

시한 그림이다.

그림 8 KALIMER-600 PDRC 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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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C 계통은 2-Loop로 구성되며 각 루 당 1개씩의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와 소듐-공기 열교

환기 (AHX)로 구성된다. 한, 1차계통의 방사화된 소듐은 DHX를 통해 순수 소듐으로 채워진 제열용 

소듐 루 와 열교환을 수행하여 최종 열침원인 공기 측으로 열을 제거하므로 공기 열교환기(AHX)에서

의 소듐 열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기 으로의 방사능 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즉, 노심 붕

괴열 제거를 한 DHX는 고/ 온풀을 연통하는 DHX 지지통(DHX support barrel) 내부에 치하여 정

상운  에는 PHTS 펌 의 양정(head)에 의해 형성되는 고/ 온 풀 간의 액 차로 인해 소듐과 직  

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따라서, 정상 열제거원 상실 사고시 PHTS 펌  작동이 지되면 고/ 온풀 

간의 액 차가 소멸되면서 온풀 소듐의 액 가 상승하여 DHX 열 과 소듐이 직  되고, 지속

인 노심 붕괴열 발생에 의한 고온풀 소듐의 부피 팽창으로 KALIMER-150의 PSDRS[한도희 외, 

2002] 작동 시와 동일하게 고온 소듐이 DHX 지지통 내부로 유입된다. 이와 같이 고온 소듐이 DHX 

shell측으로 유입되면, DHX 지지통 내부의 공간에 고/ 온 풀을 연결하는 소듐 유로가 형성되면서 상/

하부간 도차 증가에 의해 자연순환 유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DHX shell 측 소듐의 류 열계수

가 증가하면서 DHX 열 측으로의 본격 인 열제거가 시작된다. 이 때, DHX 열  경계를 통한 

열  내부로의 본격 인 열 유입으로 인해 폐계(closed loop or system)인 제열용 소듐 루  내부의 2

차 소듐은 냉각원인 상부 AHX 측과 열원인 하부 DHX 측 간의 온도차에 기인하는 소듐 도차 형성에 

의해 제열용 소듐 루  내부 소듐의 자연순환 유량이 증가하면서 풀 내부의 열을 공기 열교환기(AHX)

로 효과 으로 달하여 공기측으로의 본격 인 열제거가 수행된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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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

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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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DRC 제열용 소듐 루  온도변화 개념도

이와 같이 구성된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인자간 기본 상 계는 그림 9와 같이 고온 

풀에서 최종 열침원인 공기로 달되는 3개의 별도 자연순환 열 회로에 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PDRC 열 계통은 PHTS 내부의 1차 소듐 순환 루 와 제열용 소듐루 가 소듐-소듐 열교환기(DHX)

를 경계로 배치되고, 제열용 소듐 루 와 공기측은 소듐-공기 열교환기(AHX)를 경계로 배치되며, DHX

와 AHX는 제열용 소듐 루 를 통해 상호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 경우, PDRC 제열용 소듐 루 의 고/

온  온도는 소듐 풀(pool)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DHX shell측 고온 풀 소듐온도에 향을 받으므로, 

고온 풀 소듐의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DHX 열  측에서 역방향으로 유동하는 열교환 메커니즘

을 감안할 때 그림 9의 ΔT 2가 감소하면서 제열용 소듐 루  고온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한, 

AHX shell측 공기 입구온도 변화에 의해 ΔT 3가 변화하면서, 결국은 ΔT 1   ΔT 4의 변화를 래하

여 PDRC 제열용 소듐 루 의 체 인 온도 배치가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 온 풀 소듐온도, 

PDRC 루 의 고/ 온  소듐 온도 그리고 공기측 입/출구 온도를 포함하는 6개의 온도 배치는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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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열유체  조건(유량, 유동 항, 기기간 수두차 등)과 상호 보완 인 계에 의해 다양한 분포

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들 설계인자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PDRC 계통 각 부분의 온도배치  

열유체  조건을 설정하 다[어재 , 2003].

 

 한, 정상운  의 열손실 방지를 해 고온 풀 내부 DHX 지지통에 치하는 소듐-소듐 열교환

기 (DHX)를 정상운  에는 소듐과 직  하지 않도록 온 풀(pool) 상부의 기체 공간에 치시킴

으로써 DHX 지지통 내벽과 DHX 열  사이의 복사 열에 의해 제열용 소듐 루  내부의 2차 소듐 

고화 방지를 한 최소한의 열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EFR의 DRC 개념[Darrington, 

1993]과 비교하여 계통의 작동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설계상의 장 을 갖는다.

㉯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

KALIMER-600 PDRC의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는 원자로 정지 후 노심 붕괴열 발생에 의해 

일차계통 소듐 풀에 축 된 열을 소듐-공기 열교환기(AHX)와 연결된 PDRC 루 로 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일차계통의 소듐이 PDRC 루 나 격납계통 밖으로 출되지 않도

록 하는 방벽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기기이므로, AHX 열  등에서의 상치 않은 소듐 설 등을 

비하여 DHX 열 의 건 성 유지가 매우 요한 사항이 된다. DHX는 원자로 용기내의 고온 풀 

역에 치하며, 고/ 온 풀을 연통하는 DHX 지지통 (DHX support barrel)  1차계통 펌  양정에 의

해 형성되는 고/ 온 풀간의 액 차를 활용하여 정상운  에는 소듐과의 직  을 차단하도록 설

치되고, 수직방향으로는 원자로 헤드와 PDRC 루  소듐을 이송하는 배 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측면

은 DHX 지지통에 의해 지지된다. DHX는 IHX와 유사한 원통형의 -통형 소듐-소듐 열교환기로써 

PHTS와 PDRC 루  사이의 열을 한 직 형 열  다발과 PDRC 루  소듐의 유동 형성을 한 

통로 역할을 하는 앙 배 이 있으며, shell 측 소듐의 혼합을 통해 열  다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

를 균일하게 하기 한 배 을 포함한다. 한, DHX의 유량분배와 열응력에 의한 구조물의 건 성 유

지를 해 상부 튜 시트는 DHX의 외피 (outer shroud)에 고정되어 있으며 하부 튜 시트는 Floating 

형태로 열 들에 의해 지지된다. DHX는 원자로 풀 내부의 공간  IHX와 1차계통 펌  등의 기기 

배치를 고려하여 2-루 로 구성되는 간계통 배  사이에 180
o
 방향으로 2개가 배치되도록 설정하 으

며, 원자로 정지 후 발생하는 노심 붕괴열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각 DHX는 노심에서 발생하

는 총 열량 (12.09MWth)의 1/2에 해당되는 6.05 MWth의 제열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원자로 정지 

후 고온 풀 소듐의 overflow에 의한 DHX 정상 작동시의 유동은 IHX와 동일하게 고온 풀의 일차계통 

소듐이 DHX의 shell측을 통하여 하방향으로 진행하고 앙 유도 (center cylinder)을 통하여 유입된 

온의 PDRC 루  소듐은 열 측을 통하여 상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역류 열교환기 

(Counter current flow HX) 방식이다. 일차계통 소듐은 고온 풀에서 DHX 지지통 상단를 넘어 DHX 

shell측으로 유입된 후, 열  지지 과 유동 배 (flow baffle)을 통하여 하방향으로 진행하여 DHX 

열  하단의 출구 노즐을 통해 온 풀과 연통된 DHX 지지통을 경유하여 온풀로 방출된다. DHX의 

정상운    과도기 작동 개념은 그림 10에 개략 으로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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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KALIMER-600 DHX 제열기능 작동 개념도 (정상운 /과도기)

DHX는 기본 으로 1차계통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 PHTS)의 열을 간 열 달계통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 IHTS)  증기발생계통 (Steam Generatior System ; SGS)로 

달하는 역할을 하는 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 IHX)와 유사한 환경에서 작동하게 

된다. 다만, IHX는 간계통 펌 를 활용하는 강제순환 유동으로 매우 큰 유량 조건에서 작동되는 반면, 

DHX의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후 PHTS 내부 소듐의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형성되는 매우 작은 유량 

역에서 작동한다는 차이 이 있다. 하지만, 열  내측과 shell측의 열 매질로 모두 소듐을 사용하고 

있고, PHTS 풀 내부의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 별도 열 루 로 달한다는 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

고 있으므로, KALIMER-600 PDRC의 DHX는 완  피동개념의 작동 원리를 고려하여 IHX와 유사한 형

태로 설계하 다. 즉, 정상운 에는 소듐과의 직 을 방지하기 한 설계를 수행하고, 과도시에는 

소듐과의 직  열교환을 해 IHX 개념과 동일한 작동 방식을 갖게되므로 IHX 설계  해석에 활용되

는 산해석체제를 활용하 다. IHX 설계  해석 산체제는 총 3가지 산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먼

, CONFIG 코드는 IHX shell의 크기와 설치가능 열  수 간의 상 성 그리고 열 의 배치 치를 

해석하고, ASTEEPL (Analysis of Shell‐and‐Tube type hEat Exchanger Pressure Loss) 코드는 

shell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흐름 성분의 크기를 분석하여 체 압력손실을 해석하며, 2DHX (semi‐

2Dimensional Heat eXchanger analysis) 코드는 ASTEEPL 코드와 CONFIG 코드의 해석결과를 입력으

로 하여 IHX의 설계  해석을 수행한다[한도희 외, 1999]. 따라서, 이들 산해석 코드의 계산 결과를 

활용하여 2DHX 코드를 사용한 DHX의 외형크기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에서 열  측  shell측 교

차류에 한 열 상 식은 IHX와 동일한 식을 사용하고, shell측 평행류에 한 열 상 식은 P/D 비

율의 용 범 가 가장 넓은 Graber & Rieger 식[Todreas, 1990]을 용하 다. 계산의 기 입력으로

는 기 수행 연구[어재 , 2003]를 통해 계산된 바 있는 열 측 소듐 입구 온도와 shell측 소듐 입구 온

도, 그리고 략 인 DHX 기하형태 입력과 열   shell측 유량 조건 등이 있으며, 이를 토 로 요

구 제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열  개수를 결정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열

 개수를 CONFIG 코드를 활용하여 히 shell측 환형 공간에 배치시킴으로써 최  shell 외경을 계

산하 으며, 이를 입력으로 다시 2DHX 코드를 계산하여 열  개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 으로 수

행하여 계산 결과를 수렴시킴으로써, 결과 으로 최종 인 열  개수  열  배치, 그리고 DHX의 

shell 외경을 결정하 다. PDRC 설계 의 설계 data를 입력으로 하여 2DHX 코드를 통해 계산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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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열  개수  열면 , 그리고 DHX shell의 외형 크기 등의 계산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표 6 DHX 성능사양  설계 자료

 Overall

형식 -통형 (Shell‐and‐tube type) 열교환기

치
온 풀 (pool) 상부 DHX support barrel 내부

정상운   풀 소듐과의 직   방지

작동유체
Shell측 PHTS 소듐

Tube측 PDRC 루  소듐

T/H data

Number of DHX, EA 2 Heat Removal rate/DHX, MWth 6.05

Shell측 소듐 입구온도, oC 547.86 Shell측 소듐 출구온도, oC 419.67

tube측 소듐 입구온도, oC 326.12 tube측 소듐 출구온도, oC 517.24

Shell측 PHTS 유량, kg/s 37.13 Tube측 Loop 유량, kg/s 24.67

Shell측 교차류 - Shell측 평행류 -

Reynolds 수 8,077.4 Reynolds 수 34,616.3

Peclet 수 35.5 Peclet 수 152.2

Nusselt 수 12.0 Nusselt 수 35.0

열계수, W/m2‐K 34.5 열계수, W/m2‐K 24.5

tube측 소듐유동 - Shell측 평균 열계수, W/m2‐K 27.18

Reynolds 수 69,404.1 Overall ht coeff, U, kW/ m2‐K 5.181

Peclet 수 316.0 열면 , m2 23.75

Nusselt 수 6.5 LMTDT∆ , oC 56.08

열계수, W/m2‐K 22.9 UA, MW/ oC 0.108

Geometry Data

열  개수, EA 90 shell측 칸막이 (baffle) 수 5

열  OD, mm 24.0 Pitch Arrangement Triangular

열  두께, mm 2.0 Pitch to outer diameter ratio 2.5

열  길이, m 3.5 DHX Shell I.D., m 0.7

재질 (Material) SS304 DHX Shell overall Length, m 5.05

계산에 사용된 DHX shell측으로부터 열  내부로의 체 열계수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U는 식 (1-1)과 같이 계산되며, 이를 이용하여 2DHX를 통해 계산된 결과를 해석  방법으

로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UA  LMTD 값 등에 한 계산 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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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fouling factor를 의미하는 하첨자 “F” 항은 소듐과 소듐의 경우 매우 큰 값으로 가정하여 계

산에서 무시하 으며, 하첨자 “s”와 “t”는 각각 DHX shell측  열  측을 의미한다. 한, 2D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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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코드 계산 결과를 토 로 도시한 DHX shell측 열  배치는 그림 11과 같다. DHX shell측의 

총 baffle 개수는 5개이고 DHX shell 외피  외부에 내경이 0.95m, 두께가 0.025m인 DHX 지지통이 

치하여 정상운   DHX와 소듐과의 직  을 방지하고 DHX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원

자로 풀 체에서의 DHX가 차지하는 공간인 DHX 지지통의 총 외경은 직경 1.0m가 된다. 따라서, 실질

으로 DHX 열 이 치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림과 같이 PDRC 루  소듐의 하향 유로  외부로부터 

DHX 외피  내경 까지의 공간이 되며, 이 공간에 90개의 열 이 삼각배열 형태로 치하여 PHTS 

소듐 풀로부터 PDRC 루  소듐 열 으로의 효과 인 열 달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분석 결과를 토

로 설정한 KALIMER-600 DHX 형상  외형크기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DHX shell측의 열  배치도

그림 12 KALIMER-600 DHX 형상  외형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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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듐-공기 열교환기 (DHX)

KALIMER-600 PDRC의 소듐-공기 열교환기 (AHX)는 DHX와 PDRC 제열용 소듐루 로 연결되어 

DHX로부터 PDRC 루  내부로 유입된 열을 최종 열침원인 공기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기와 

직  하는 AHX의 소듐 열 은 동일 열교환기 volume에서 열면 을 극 화 하고 계통 정상운

 의 낮은 소듐 온도와 과도시 고온 소듐 유입에 의한 격한 열  번들의 열팽창/수축 향을 흡

수할 수 있도록 helical 구조로 설계하 으며, 일반 으로 helical 코일 류형 열 의 열 달은 유동특

성이나 물리  의미로도 직 형보다는 향상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연식, 2002]. DHX로

부터 열을 흡수한 PDRC 루  내부의 고온 소듐은 AHX하단으로부터 열  번들 역의 앙에 치

하여 하부로부터 상방향으로 진행하는 고온 소듐 을 통해 AHX 상부의 expansion tank를 거쳐 각각의 

소듐 열 으로 유입되고, 이후 나선형으로 하강하면서 공기와 역방향 열 달을 수행하는 구조이며 

AHX 하단의 cold sodium header에서 다시 합쳐져 PDRC 루 의 온 소듐 을 통해 DHX로 유입된다. 

이와 같은 AHX의 외형 크기 결정을 해서는 helical 형태의 역류유동 -통형 열교환기 (helical type 

counter current flow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에 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KALIMER의 증기발생기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AHX와 증기발생기의 유사 으로는 두 설계 모

두 helical 형태의 열 을 사용하여 역방향 열교환을 수행하는 과 열 측  shell측에 2가지 이성

질 매질을 사용하여 열교환을 수행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반 로 두 설계간의 가장 주된 차

이로는 먼  AHX는 소듐과 공기의 열교환을 다루고 증기발생기는 소듐과 물/증기의 열교환을 모사하

는 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AHX는 열 측에 소듐이 흐르는 구조이고 증기발생기는 shell측에 소듐

이 존재한다는 차이를 추가로 들 수 있다. 한, AHX의 shell측 공기는 AHX 하단에서 유입되어 상방

향으로 진행하면서 열교환을 수행하는 반면, 증기발생기 shell측의 소듐은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유입되

어 하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열교환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들에 한 추가 인 고려 사항을 반 하여 

증기발생기 설계 목 으로 개발된 HSGSA 코드[김연식, 2002]를 토 로 AHX 열성능  외형크기 계

산용 QAHX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설계에 활용하 다. AHX의 helical 코일 형태 열 은 군 (tube 

bundle)을 직교하는 유동 형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  내부로는 고온의 소듐이 흐르고 

shell측의 공기 유동에 의해 열 을 냉각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QAHX 코드의 열 측 소듐  

shell측 공기에 해서는 각각의 매질에 해당하는  압력손실  열 달 상 식을 용하 으며, 계산에 

사용된 helical 코일 류형 열교환기의 shell측  열 측 압력손실 상 식  열 상 식은 표 7과 

같다 [김연식, 2002] [Zhukauskas, 1968] [Incroper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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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AHX 열 측  shell측의 압력손실  열 상 식

<< 열 측 소듐 >>

Pressure Drop (Mori-Naka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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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열 달 경로에서의 에 지 평형 계식을 토 로 AHX 열 측 소듐으로부터 shell측 공기

로의 체 열계수 (overall heat transfer coeff.), U는 식 (1-2)와 같이 계산된다. 식에서, 열  내/외

벽에 존재하는 fouling factor는 물이나 증기측에 용하는 값으로써, 일반 으로 단상유동만이 이루어지

는 소듐  공기에는 무시 가능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매우 큰 임의의 값을 용하여 fouling 상에 

한 고려를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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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X는 shell측의 공기 자연순환에 의해 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shell 측 공기유로의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연순환 유량 형성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각 열  row 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수평피치 (Transverse Pitch ; PT) 크게하여 축방향으로의 공기 유동면 을 최 한 확보하고, 

열  번들의 수직높이를 최 한 감소시키기 해 열  층간의 간격인 수직피치 (Longitudinal Pitch 

; PL)는 감소시키는 설계를 수행하 다. 즉, Helical 코일 형태의 열  번들 높이는 결국 나선형 열

의 길이와 상승각에 의해 결정되므로 AHX의 요구 제열성능을 만족시키는 총 열면 을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열  개수  row 수,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열  상승각  열  번들의 

높이 등을 계산하 다[어재 , 2003]. 한, 각 row당 열  다발 외주면까지의 직경은 열  row 당 

회 수  수평 피치 간격의 계를 통해 계산하여 AHX 외피 (outer shroud)의 내경을 설정하 다. 

이와 같은 계를 활용하여 AHX 열  번들 역의 체 인 반경방향 크기를 결정하 으며, 이 결과

를 다시 QAHX 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반복 작업에 의해 최종 인 AHX 설계인자를 설정하 다. 이

와 같이 설정된 계통 기하형상과 압력손실  열 상 식 용 방법을 토 로 QAHX 코드를 활용한 

KALIMER-600 AHX에 한 외형 크기  열유동 계산 결과를 표 8에 제시하 으며, 계산 결과를 활용

한 AHX의 구체 인 개념도를 외형 치수와 함께 그림 13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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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AHX 성능사양  설계 자료

 Overall

형식 Helical 형태의 ‐통형 (Shell‐and‐tube type) 열교환기

치 원자로 건물 상부 (DHX로부터 15.0 m 상단 치)

작동유체
Shell측 외부 공기

Tube측 PDRC 루  소듐

T/H data

Number of DHX, EA 2 Heat Removal rate/DHX, MWth 6.05

Shell측 공기 입구온도, oC 40 Shell측 공기 출구온도, oC 234.25

tube측 소듐 입구온도, oC 517.24 tube측 소듐 출구온도, oC 326.12

Shell측 PHTS 유량, kg/s 30.53 Tube측 Loop 유량, kg/s 24.67

Shell측 압력손실, kPa 0.162 Tube측 압력손실, kPa 0.149

Shell측 평균 열계수, W/m
2
‐K 71.8 Tube측 평균 열계수, kW/m

2
‐K 6.24

LMTDT∆ , oC 284.55 Overall ht coeff, U, W/ m2‐K 76.2

열면 , m2 278.4 UA, kW/ oC 21.25

Geometry Data

열  개수, EA 84 열  다발(tube bundle) OD, m 2.771

열  OD, mm 54.0 Pitch Arrangement Square

열  두께, mm 2.0 AHX Shell I.D., m 3.203

열  길이, m 21.1 열  번들 평균 상승각, degree 7.05

열  번들 높이, m 3.83 AHX 총 높이 (공기굴뚝 제외), m 8.938

Longitudinal Pitch (PL/do), m 0.081 Tansverse Pitch (PT), m 0.216

PL/do ratio 1.5 PT/do ratio 3.9

재질 (Material) SS304 공기굴뚝 높이, m 30.0

AHX의 공기 굴뚝의 높이는 공기측 자연순환 유량을 최 한 확보하기 하여 30m로 충분히 높게 

설정하 으며, 외부 공기는 AHX 열  번들 역을 감싸고 있는 외피  하부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

어 열  번들 역을 지나 상방향으로 진행하면서 helical 형태의 소듐 열 을 냉각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한, DHX를 통해 가열된 PDRC 루  소듐은 AHX 심부의 고온 소듐 유도 을 통해 상방

향으로 진행하여 AHX 열  번들 역 상부에 치하는 hot sodium header에 모여 튜  시트를 통해 

각각의 helical 형태의 열 으로 분배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때 고온 소듐이 모이는 공간은 AHX 

열   PDRC 루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에 의한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

나 원자로 풀 상부와 같이 탱크 상부는 cover gas로 충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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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KALIMER-600 AHX 형상  외형크기

④ SGS (Steam Generation System)

SGS (Steam Generation System)는 정상 인 발 소 출력 운  에 증기발생기를 통해 IHTS 소듐

으로부터 열을 달받아 조건에 맞는 온도와 압력의 증기를 생산하여 터빈에 달하며,  필요에 따라서

는 발 소가 안 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번 2

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수행된 해외 노형 설계개념특성평가를 통해 선정된 SG(Steam Generator)형상

에 해 간계통의 루  수 조정에 따라 변경된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SG를 설계하 다. 한 SG에 부

여된 기능을 안정 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SG 련 부 계통을 구성하고 각 부계통의 주요 기기에 한 

수량  크기를 설정하 다. KALIMER- 600의 SGS 설계는 유체계통 설계안내서(Y.S. Sim et al, 2003) 

 SGS 설계요건(M.H. Wi, 2003)에 따라 기기의 운 성  작동신뢰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정격

출력운 을 비롯하여 다양한 운 모드에 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인자를 설정하 다.

 ◦증기발생기

SG설계는 열성능을 극 화하고, 소듐-물 반응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구

조물의 재질특성, 열유체  특성, SG부계통과의 연계성 평가를 통해 설계개념이 개발되었다. 설계 차

는 주요 설계제한 사항  하나인 셀측의 소듐 최  유속을 만족하는 열  배치 요건에 의해 SG직경

을 먼  설정하고, 열 의 길이는 열 성능에 요건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열 에서의 최  압력손

실은 2MPa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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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 직경

반경방향 각 코일에 배치할 열  수를 설정한 뒤 각 코일별 열  피치는 셀측에서의 유체 유발

진동을 방지하기 해 소듐의 최  유속이 1m/sec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 으며, 다음 표 9에 각 코일별 

열  배치 수를 나타내었다. 계산에 사용된 모든 열 의 길이는 동일하고, 코일의 기울기는 6.6o, 내

부원통 의 외경은 1.2m 설정하 으며, 여기에서 설정된 열  수는 쇄여유도, 열 달계수의 불확실

도 등을 포함하여 20%의  설계 여유도를 포함한 것이다.

표 9 KALIMER-600 SG의 코일별 열  수

반경 방향 

코일 번호

번들 높이

 [m]

배  치

 열  수
반경 방향 
코일 번호

번들 높이

 [m]

배  치

 열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1.05 

10.93 

11.18 

10.81 

10.89 

10.90 

10.84 

10.72 

11.25 

11.02 

11.17 

11.64 

11.19 

11.6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1.47 

10.82 

11.18 

11.54 

10.75 

11.08 

11.40 

10.47 

10.76 

11.33 

11.62 

10.48 

10.74

29

30

31

32

33

34

35

36

37

39

40

41

42

 - SG 열  크기

SG는 IHTS 각 루 에 응하여 하나씩 설치되며 각 각은 803.35 MWth의 정격 열용량을 갖는다. 

SG에서 소듐과 수/증기는 향류로 흐르면서 열교환이 일어나는데, IHTS 소듐은 SG상단에 있는 소

듐 입구 노즐을 통해 유입되어 분배기를 거쳐 열 다발을 흘러내리고, 수는 증기발생기하단의 있는 

2개의 수입구노즐을 통해 유입된 뒤  셸측의 소듐과 열교환을 통해 과열증기로 바  뒤 상부에 있는 

2개의 증기 출구 노즐을 통해  SG를 빠져 나간다. SG의 필요 열면 계산은 일차원 산코드인 

HSGSA(김연식, 1998)를 이용하 으며, 계산 결과는 표 10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4는 열 크기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설정한 SG의 외형크기로서 열  다발높이는 표 9의 열  배치방법과 성능요

건을 만족하는 필요 열  길이에 의해 구하 다. 한  상/하부 넘은 열 들이 각 지지 에서 

다발을 이루어서 노즐까지 연결될 때 회 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완충기체 역의 크기

는 발 소 운  조건에 따른 소듐 체  변화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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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KALIMER-600 증기발생기 설계사양

 수  

열  형식 

증기사이클

Thermal Duty [MWt ]/SG

Na 입구온도[℃]

Na 출구온도[℃]

수 온도[℃]

증기 온도[℃]

증기 압력[MPa]

증기 유량[kg/sec]

1 / IHTS 루

 나선형 코일

과열증기  

803.35 

 495

310

230

463.4

15.5

365.17

열  수

열  길이 [m]

열  내경 [mm]

열  두께 [mm]

열  가로 피치 [mm]

열  세로 피치 [mm]

열  번들 높이 [m]

반경방향 코일 수

코일 기울기 { o }

열 수압력손실 [MPa]

736

96.2

16

3.5

50 

 35 

11.2

27

6.6

1.93

Na Outlet

Steam Outlet (2)

Feedwater Inlet(2)

Tube Bundle

Lower Tube Support

Upper Tube Support

Cover Gas (Ar)

Inner Pipe

Na Inlet

2
0
.6

4.1
unit : m

 그림 14 KALIMER-600 증기발생기 외형크기

이와 같은 차로 진행된 SG의 설계 성 평가를 해, 기존 외국 노형의 SG와 비교하여 그림 15

에 나타내었다. 비교 상인 외국의 SG는 KALIMER-600 SG와 동일하게 나선형 튜 를 사용한 것으로 

SG열용량과 체 체 비를 비교해 볼 때  비설계를 마친 KALIMER-600 SG의 값이 외국의 선행 설

계 사례 경우의 값 범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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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KALIMER-600 증기발생기 외형크기 비교

◦SG 연계계통/기기

SG 연계계통은 수/증기계통, 재순환계통, 물/증기방출계통과 같은 부계통으로 구성되며, 당해연도 

연구에서는 각 부계통의 기능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주요기기의 수량  크기 설

정하 다.

  - 수/증기계통설계

SGS의 수 공 은 운 조건에 따라 각 각 2 씩 마련된 기동펌 와 주 수 펌 에 의해 이루어진

다.  기동펌 는 정격 수량의 10%의 용량을 갖으며 출력 10%이하의 운 기간 동안 SG 보조 수 탱

크에 수를 공 한다. 주 수펌 는 수량의 100% 용량을 갖으며 원자로 출력 10%-50% 범 에서는 

주 수 펌  1 가, 출력 50% 이상부터는 주 수펌  2 가 동시에 가동 되면서 수를 공 된다. 한 

주증기 배 에는 압력방출밸 가 설치되어 있어 증발생기를 과압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각 각

의  밸 는 자동 는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증기발생기가 과압 될 경우 빠른 시간 내

에 증기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 다. 주증기배 에는  유량계, check밸   격리밸 가 설치되

어 증기의 유량 측정  사고시에 주증기 배 을 증기발생기와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를 한 

계통  기기들은 다 성과 고온 고압의 설계 조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인장 강도를 갖도록 하 다.

표 11 KALIMER-500 수 펌  설계 사양

기동 수 펌 주 수 펌

수 

설계압력, MPa

설계온도, C

유  량, kg/s

최  설계유량, kg/s

주 요 재 질 

2 

20

255

36.2

40.2

탄소강

2

20

255

365.2

401.7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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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 보조 수탱크

 SGAWT(SG Auxiliary Water Tank)는 출력 운  에는 SG  수/증기 배 과는 격리되어 있

고 재순환 운 이 이루어지는 기동운    비상 재순환운  에 증기발생기와 연결되어 순환 운   

SG에서 나오는 포화 증기를 분리하여 습분이 제거된 건조증기 외부로 방출하고 제거된 습분은 수와 

혼합하여 증기발생기에 다시 공 한다. 한 펌 고장  원 상실 등으로 인한 수 단 사고가 발생

하 을 때 열 의 dryout을 방지를 한 비상 수 공 을 해 설계조건에 맞는 일정량의 보조 수

를 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SGAWT에 장이 필요한 최소 보조 수량은 사고시 보조 수 공  

필요시간  유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계산을 해 공 필요 시간은 수공  단된 직후부터 단 원

인을 해결하고 수공 이 재개될 때까지 시간으로 정의하고 참조발 소[한도희 외 2002]와 같이 30분

으로 설정하 다.

  - 물/증기 방출계통

SWR사고와 같은 계통의 속한 감압이 요구될 때 SG의 물과 증기를 방출하여 SG의 압력을 감소시

키며, 소듐과 물이 반응할 수 있는 물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계통이다. 물/증기 혼합물

은 수배 에 병렬로 설치된 덤 밸 가 열리면서 덤  탱크에 배출되며 이때 빠른 배출을 해 증기

배 을 통해 열 내에 질소를 주입하게되며, 주 증기 에 연결되어있는 질소 주입 은 2 MPa로 열

을 가압하여 물/증기를 덤 탱크로 신속하게 배출시키도록 한다. 덤 탱크는 열   수/증기배

에 있는 물/증기 혼합물을 장할 수 있도록 52m3 용량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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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발생기 방폭계통 개념 비설정

① 목   필요성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사건유형의 하나로서 소듐-물 반응사건을 들 수 있다. 

온, 고압상태의 이차측 수는 고온, 압상태인 간열 달계통의 소듐으로부터 열을 달받아 증기로 

변화한다. 만일 열 달 경계인 증기발생기 튜 가 손될 경우 이차측 수 는 증기는 증기발생기의 

소듐환경으로 설되어 소듐-물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소듐-물 반응은 격한 발열반응으로서 수소가스

의 생성과 더불어 부식성 알칼리 화합물이 다량으로 생성된다.[M. Hori, 1980] 부식성 화합물은 증기발

생기 튜 재질과 반응하여 손크기를 증 시켜 결국 튜 의 완 한 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인근의 튜 에게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사건이 좀 더 진행될 경우 다수의 튜 가 손됨으로서 다

량의 소듐-물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의 온도  압력이 증 되고 이는 일차계통, 

간열 달계통  증기발생계통에 과도상태를 유발하며 궁극 으로는 원자로심의 건 성에 심각한 

향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체 속로에 심이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소듐-물 반응의 감지방안에 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통 으로 소듐-물 반응의 탐지방법으로는 수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화학  탐지방법 

 SG내의 압력변화 감지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들은 소량  규모 출경우의 탐지에 취약하

기에 소량  규모 출시 감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음 탐지법을 개발고 있다. 

음 탐지 방법에는 음  등을 이용한 능동음향탐지방법과 소듐-물반응시 발생하는 각종 음향 를 

탐지하는 피동음향탐지방법으로 나  수 있다. 능동음향탐지방법은 수소기포에 의한 음 의 감쇠 상

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배경잡음에 향을 덜 받는다는 장 을 지니나 감쇠를 일으키는 매질이 비교  

단순할 경우 측정성능이 좋아지는 반면 증기발생기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 직  부착할 경우 측정성능

이 떨어지는 단 을 지닌다. 피동 음향방법의 경우 측정시스템이 단순하고 설치성이 좋은 반면 측정하

려는 음향신호가 미약하여 배경잡음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 을 지닌다. 음향탐지법의 경우 

설신호를 주어진 응답시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감지할 수 있는 신호처리로직을 구 하는 것이 

요하다.

당해년도는 소듐-물 반응방호계통의 설계에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구조  

비요건을 설정하 다. 주요 기술검토 사항은 설크기별 설탐지방법,  출탐지를 포함한 계통의 응

답시간요건, 음향탐지방법의 신호처리방법  이를 한 신호처리구조 등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향후 물

-소듐반응방호계통의 기본설계에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 으로 보면, 설정된 비요건  신

호처리방법 등과 련하여 상세 분석  모의를 통해 계통요건이 확립되며 분석  모의결과를 뒷받침

하기 해 필요한 각종 실험을 한 실험요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② 개념설정을 한 기술검토

증기발생기 방폭계통(이하 소듐-물반응방호계통으로 수정)의 설계개념을 설정하기 해서는 물 출

탐지에 련된 제반기술과 이의 탐지결과를 이용하여 소듐-물반응 완화를 수행하기 한 계통 의 설

계기술개발이 필요하다.[허섭, 2003]  설탐지기술은 출크기에 따른 설탐지 방법의 결정, 사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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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탐지응답시간결정, 그리고 신호처리방법을 들 수 있다. 

㉮ 설크기 기   상

설크기에 한 기 은 랜트의 특성에 따라 조 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으로 표 1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미량 출은 증기발생기 튜  한 곳에 손상이 발생하여 미량의 물이 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체 막음(self-plugging) 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물 출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

는 출 크기이다. 소량 출은 미량 출에서 진 하여 자체 막음 상이 발생되지 않는 단계이다. 한 

개의 증기발생기 튜 의 손상으로 물 출이 진 되는 과정이며 인근의 증기발생기 튜 에 향을 주어 

 다른 물 출이 발생하기까지의 단계로 정의한다.  규모 이상 출은 소량 출에서 진 하여 여러 

개의 증기발생기 튜 가 손상되어 물 출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상 으로는 증기발생기 커버가스의 

압력 증가가 측정장치에 의해 확실하게 감지되기 시작하는 단계로부터 압력의 한 증가로 럽쳐 디스

크의 열이 발생하기까지의 단계이다.

표 12 출크기 기   상

범주 물 출량 주요 상 비고

미량 출

소량 출

규모 출

규모 출

< 5x10-2 g/s

5x10
-2 g/s ~ 10 g/s

10g/s ~ 2 kg/s

> 2 kg/s

자체 튜 손상 

단일튜  단

다  튜  손상 는 단

압력증가 시작됨

압력의 격한 증가

㉯ 설탐지 방법 

설탐지방법은 설크기에 의존한다. 재까지 두된 설탐지 방법은 화학  탐지방법, 음향탐지

방법, 그리고 압력 등과 같은 공정변수탐지방법이 있다. 이  압력측정방법은 물 출사건이 진행되어 

규모 이상의 출로 발 한 경우에 비로소 공정상태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므로 출의 조기 탐지

는 불가능하다. 출의 조기감지를 한 방법은 기존의 화학  방법과 최근 두된 음향탐지방법을 통

해 가능하다. 표 13은 각 측정방법에 한 장단 을 나타낸다. 각각의 측정방법은 장단 을 지니므로 이

를 조합하여 설탐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물 출 사건의 진행형태에 따라 각 단계에

서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탐지방법이 결정된다.

표 13 출탐지방법 비교

탐지방법 장 단 비고

수소/산소 농도
측정민감도 

좋음(미량 출)

느린 응답시간(약 30 )

복잡한 측정시스템

음 (능동)탐지
배경잡음의 향 음

응답시간 우수

S/G 외벽설치 곤란

다양한 감쇠인자

소듐 출구 노즐에 설치할 

경우 응답시간 늦음

음향 (피동)탐지
설치성이 좋음

응답시간 우수

배경잡음의 향이 큼 

(낮은 S/N비)

 

신호처리로직에 따라 

응답시간  측정가능 

설크기 의존

압력측정
응답시간 우수

신뢰성 우수
조기 설탐지 불가능

그림 17은 형 인 물 출 사건의 진행 형태이다. 이는 증기발생기의 형태나 용량에 따라 그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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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될 수 있으나 일반 인 형태는 동일하므로 이를 기 으로 설 탐지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

다. T2 구간은 설이 진 되어 하나의 증기발생기가 완  손됨으로서 나타나는 설률의 격한 증

가를 나타낸다. T4 구간은 인근의 튜 의 손을 가져오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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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출진행특성

미량 설의 경우 설률의 증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미량 설에서 T1구간까지의 설탐지는 

신속한 응답시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량 출의 경우 설탐지 민감도는 우수하나 응답시간

이 비교  늦은 화학  탐지 방법이 주 탐지방법이 되고 음향탐지 방법은 화학  탐지방법의 보조수단

이 된다. 설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소듐-물 반응을 허용하기 해서는 설률의 격한 증가를 막

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T4 구간으로의 진행을 방하는 차원에서 T3 구간으로의 진행을 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량 출 역인 T2 구간의 설측정방법은 응답성이 좋은 음향측정방법이 주요 

방법이 되며 화학  측정방법은 이의 보조 수단이 된다. 이후로부터 계통의 압력이 증가되기 의 규

모 설구간까지는 음향탐지방법이 주요 측정수단이 된다. 물-소듐반응에 의해 압력이 증가하는 시 에

서는 압력이 주요 측정수단이 된다. 

 ㉰ 응답시간  

설탐지를 한 응답시간은 사건의 형태  각 측정방법의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 미량 출의 

경우 충분한 응답시간요건을 부여하여 거짓 출정보의 제공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학  

측정방법의 응답시간을 기 으로 30 의 응답시간요건을 선정하 다. 소량 출  T1 구간의 경우 규

모 출(T3 구간)로의 를 방하기 해서는 T2 구간이 에 방 행 가 종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량 출 구간에서의 응답시간 요건은 10 로 선정하 다. 규모 출(T3～T4)의 경우 출 량

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제어행 에 돌입해야하므로 이 경우의 응답시간 요건은 5 로 선정하

다.

㉱ 신호처리 

  ◦ 신호특성

피동 음향탐지 방법을 제외한 다른 탐지방법의 경우 측정 민감도가 배경잡음에 크게 향을 받지 않

고 센서자체의 성능에 부분 좌우된다. 그러나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물리  상을 규명하는 경우 센

서자체의 성능도 요하지만 출력이 큰 배경잡음 내에 작은 출력으로 존재하는 음향신호를 검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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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 민감도를 결정하는 더 요한 요소이다. 증기발생기의 배경잡음은 주로 펌  등의 동력기구에

서 발생하며 운 모드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음향신호는 물 출에 따른 증기분사음 (steam 

jet sound), 재질의 균열에 따른 스트 스 음 (stress sound), 소듐-물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꽃 음

(frame sound), 수소 거품 발생음(hydrogen bubble sound), 거품의 쪼개짐에 의한 음(droplet sound)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음향신호는 물 출량에 따라 그 양상이 바 는데, 음향탐지의 목 이 

조기 출의 감지가 주된 것이므로 소량 출시 발생하는 음향신호가 요하다. 이 경우 주된 음향신호는 

분사음, 거품발생음  거품 쪼개짐음 등이 주된 발생원인 것으로 밝 졌다.[Acoustic, 1997]  증기분사

음의 경우 주 수 역은 약 600 kHz 근방이고, 수소거품 발생음은 KHz 의 낮은 역이며, 거품 쪼

개짐음은 100 ~ 1000 KHz 역으로 나타난다. 음향신호의 출력은 거품에 의한 음이 가장 크고 분사음

이 상 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신호처리 에서 살펴볼 때  주 수 역의 수소

거품발생음은 배경잡음의 주 수 역에 가까운 단 은 있지만 그림 18과 같이 어느 정도 측 가능하

다는 [Acoustic, 1997]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증기분사음은 거품 쪼개짐음의 주

수 역과 유사하나 출력이 작아 구별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상 으로 출력이 큰 거품 쪼개짐음이 

고 주 수 역에서 유력한 후보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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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수소기포의 크기와 공명주 수

◦ 신호처리 방법 

IAEA를 심으로 음향탐지방법을 한 신호처리연구가 범 하게 수행되었다. 신호처리의 주안

은 상 으로 큰 출력을 갖는 배경잡음 내에서 물 출에 따른 음향신호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느냐에 

한 것이다. IAEA의 간 결론은 신호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가 -16 dB 이상인 신호

에 해서는 신뢰성 있게 음향신호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음향신호가 정확하게 정의되었을 경우에는 -20 

dB 이상의 SNR 의 신호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Acoustic, 1997] -16 dB 의 신호를 략 인 

설률로 환산하면 약 1g/s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량 출 역 체를 음향탐지법에 의해 탐

지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향후 기술수 의 발 을 고려할 때 신호처리방법의 보완  최 화

를 통해 신뢰성 있게 소량 출 역을 탐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신호처리의 과정은 신호의 특성 악, 잡음구별 는 제거, 출정보의 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호의 특성 악과정은 찾아내고자 하는 신호의 특성이 정확히 악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서 자동회귀모델(Auto-regressive(AR) model)[S.E.F ROFE외, 1997], [R. H. Shumway, 1988], 

응신호처리(Adaptive signal processing)기법[V.S Yugay, 1997], [B, Widrow 외 1985] 등이 이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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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듐-물 반응에 따른 음향신호의 경우 출량이나 반응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신호특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 인 신호특성 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호특성이 악되면 이를 배경잡음과 구별짓는 신호처리는 다양하게 구 될 수 있다. 만일 출신

호가 비교  큰 경우 (높은 SNR의 경우) 특정한 주 수 역에서 통계 인 근방법만으로도 출신호

를 찾을 수 있다. 를 들어 PSD(Power Spectral Density) 등을 이용하여 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에 한 PSD 패턴에 한 차이를 이용하여 비교  큰 SNR인 경우  출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보

다 더 큰 SNR 값을 갖는 경우에는 RMS (Root Mean Square) 값의 비교를 통해서도 출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출규모가 작아질 경우(수 g/s 이하) 상기의 방법들만으로는 출정보를 신뢰성 있게 

찾기는 힘들므로 상기의 방법 외에 Wigner-Ville 분포 등의 시간-주 수 분석(Time frequency 

analysis) 방법, Wavelet 등과 같은 시간-범  분석(Time scale analysis) 방법[S. Qian, 2002] 그리고 

응필터  신경회로망 등과 같은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표 14은 각 신호처리 방법의 이론, 특징 그리

고 출탐지를 한 신호처리에의 이용가능성 등에 한 요약이다.

표 14 신호처리방법 비교

신호처리 방법 이론  특징 이용상의 장단 비고

자동 회귀 모델

(AR Model)

x t=∑
i
β ix t- i+ε t

노이즈가 없는 경우와 노이즈가 있는 

경우 오차( ε t)의 비교 

Unknown 신호에 한 악가능

자동회귀차수에 따라 정확도 

 처리시간 trade-off 

신호특성 악  

상태변화( 출) 감지 

가능

응 알고리즘

(Adaptive Algorithm)

반복 인 계산으로 오차를 이면서 

최 화

(LMS/RLS 등의 알고리즘)

결정되지 않은 신호시스템의 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 제거 는 

노이즈 성분 분석가능 

Unknown 신호에 한 악가능

계산의 반복도에 따라 정확도 

 처리시간 trade- off 

신호특성 악  

상태변화( 출) 감지 

가능

웨이 릿 변환

(Wavelet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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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caling을 이용하여 원하는 구간의 

신호를 시간 /공간   주 수 으로 

자세하게 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 수 

성분의 표 가능

일차원 해석으로 2차원 정보 

획득(시간-주 수 

분석알고리즘에 비해 계산량 

감소) 

신호의 

상태변화(음향신호유

무) 감지 가능

그 -빌 분포 

(Wigner-Vil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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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 수 에 지분포를 정 하게 

나타낼 수 있음

Wavelet Analysis 보다 정 하게 

나타낼 수 있으나 bilinear 

형태이므로 계산량이 

상 으로 많음 (긴 처리시간)

신호의 상태변화 

(음향신호유무) 감지 

가능

③ 비 설계개념

상기의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소듐-물반응방호계통의 비 설계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계통 기능

◦ 출탐지기능

소듐-물 반응방호계통은 고압의 이차측 수 는 증기가 압상태인 간열 달계통으로 출되는

지 별하기 해 다음과 같은 세부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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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 상에 따른 응답신호 감지

  - 출신호와 배경잡음과의 구별

  - 출 여부 별

  - 탐지방법 사이의 일 성 별

  - 소듐-물반응완화계통  제어실에 출신호 달

◦ 소듐-물반응완화기능

소듐-물반응완화는 출탐지기능으로부터 입력된 제어개시신호를 바탕으로 소듐-물반응완화에 필요

한 제어로직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듐-물반응완화계통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손상된 증기발생기 루 의 격리를 한 자동 격리신호 발생

-   이차측 잔여 수를 제거를 한 질소가스 주입신호 발생

-   제어상태  공정상태를 제어실에 달

-   수동 격리  수동 방출신호 발생

◦ 소듐-물반응 압력방출 감시기능

럽쳐 디스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여 상태신호를 보호계통에 달하여 원자로 트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계통요건

◦ 안 등

출 상에 따라 두 단계로 분리하여 설명될 수 있다. 럽쳐 디스크가 열되기 까지 소듐-물 반응

방호계통은 안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소듐-물 반응의 완화를 해 출의 조기감지를 통해 이미 

발생한 소듐-물 반응의 결과를 타 계통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물- 출 탐

지계통과 소듐-물반응완화계통은 비안  등 으로 설계한다. 소듐-물 반응이 다량으로 일어나 럽쳐 디

스크가 열될 경우 이의 상태를 감지하여 보호계통에 상태신호를 달함으로써 원자로가 안 하게 정

지될 수 있도록 하는 트립변수로 이용하게 한다. 따라서 럽쳐-디스크의 상태를 감지하는 소듐-물반응압

력방출 감시 기기는 안 등 으로 설계한다.

◦ 측정요건

     -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물 출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용된다.  미량 출의 경우의 주 측정방법은 수소측정

방법이며 기타 가용한 다른 센서는 보조수단이 된다.  소규모 출의 경우 음향측정방법이 주가 되며, 

수소센서  음  측정방법은 이를 확인하는 보조 측정방법으로 이용한다. 규모 출의 경우 계통 

압력이 증가하기 까지는 음향센서, 압력이 증가하는 단계에서는 압력측정방법이 주 측정 수단이다.

     -  계통 응답시간

출단계에 따라 응답시간요건이 구분된다. 미량 출의 경우에는 30 , 소량 출의 경우 10 ,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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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출 이상일 경우에는 5  이내에 물 출 측정을 완료하고, 필요시 기기 구동을 한 기기작동개시

신호를 발생하여야 한다. 

㉰ 계통 구조

◦ 기능  연계구조 

그림 19는 소듐-물 반응방호계통의 기능  연계구조이다. 소듐-물반응방호계통은 설탐지계통, 소

듐-물완화계통, 그리고 소듐-물 반응압력방출계통의 세가지 부계통으로 구분된다. 설탐지계통  소듐

-물 반응완화계통은 비안 등 으로 설계되며, 소듐-물 반응압력방출계통은 안 등 으로서 럽쳐디스크

의 상태를 보호계통에 달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듐-물 반응 방호계통

과 연계되는 계통으로는 공정계측계통, 기기제어계통, 원자로 출력계통, 보호계통 그리고 제어실이다.  

공정계측계통으로 부터는 증기발생기 압력변수를 받고, 기타 기기 작동을 한 각종 공정신호  기기

상태신호를 달받는다. 소듐-물 반응완화계통으로부터 개시된 기기작동신호는 기기제어계통으로 달

되어 각종 밸   펌 를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소듐-물반응압력방출 감시변수(럽쳐디스크 상태)는 보

호계통으로 달되어 보호동작을 한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설정보, 기기작동신호, 럽쳐디스크 상태

신호 등은 정보처리  경보계통에 달되어 운 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듐-물반응압력방출감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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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
기

전처리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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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누설신호 판
단

Chemical Sensor

S/G 누설탐지계통

Acoustic Sensor

Acoustic Sensor

Ultrasonic Sensor

Acoustic Sensor

Chemical Sensor

신호처리
- 채널간 일치성
- 탐지방법간 일치성
- 누설크기/위치

전처리모듈
- 배경잡음분리
- 누설신호 판단

전처리
- 배경잡음분리
- 누설증상 판단

연계
- 운전원 제공신호
- S/G 보호로직 개시
신호

공정계측계통
S/G Pressure

기기제어작동모듈
- S/G 격리신호
- IHT Loop 격리
- S/G Blowdown
- Power Reduction

연계모듈
- 기기상태 입력
- S/G 보호로직 개
시신호 입력
- 제어출력신호
- 운전원 제어상태

소듐-물반응완화계통

제어실

Rupture 
Disc Status

기기제어계통

원자로출력  
제어계통

보호계통

RD

운전원 모듈

- RD 상태계측
- 소듐방출에 관련된 각종         
탱크의 액위, 온도 계측 Rupture 

Disc Status

그림 19 소듐-물 반응 방호계통의 구조  연계 개략도

◦ 비 신호처리구조 

낮은 SNR을 갖는 음향신호를 검출하기 해서는 상기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선별  는 종합 으로 

용하게 되어 긴 처리시간이 요구되므로 최 한 처리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세부 

기능별로 용의 처리장치를 할당하고, 처리단계별로 나타난 증상을 바탕으로 해당 신호처리 알고리즘

을 선별 으로 용해야 한다. 이를 해 신호특성, 측정방법  응답시간 등의 기술검토를 통해 설정한 

신호처리 비구조는 그림 20과 같다[Seop Hur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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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음향 신호처리구조

신호처리구조는 크게 아날로그 처리모듈(analog processing module), 처리모듈(pre-processing 

module), 신호처리모듈(signal processing module) 그리고 종합모듈(integration module) 등으로 분류된

다. 아날로그 신호처리 모듈은 탐지해야 할 음향 신호의 주 수 역에 따라 몇 개의 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역만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일 좀 더 특정한 좁은 주 수 밴드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번째의 역통과필터를 이용한다. 처리 모듈은 각각의 주 수 역을 갖는 신

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후  RMS 는 FFT를 수행하여 기본 이 설증상을 검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은 FPGA 등과 같은 하드웨어 의 로직으로 구 하여 처리시간을 최소화한다.  신호처리모듈

은 각각의 처리 모듈에서 처리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인 센서에 한 설정정보 확인을 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만일 설증상이 비교  큰 설크기인 경우 기본 처리로직을 수행하여 수행시간

을 최 한 단축시키며, 설증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복잡한 로직을 수행한다. 이 로직에는 

타 채  음향센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음향  지연에 따른 상차 등을 비교하여 설정보를 찾는 기

능도 포함한다. 종합모듈은 음향센서의 설정보와 이에 응하는 타센서의 입력을 비교함으로써 설

정보를 확인, 소듐반응완화를 한 기기작동개시신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 노심 유로폐쇄 특성탐지 개념 비설정

액체 속로는 핵연료  다발 (bundle)이 경수로에 비하여 조 하며 출력 도가 높기 때문에 손상된 

핵연료 의 편이나 일차냉각 계통에 잔류하던 이물질 (foreign materials)이 각 유로가 분리된 집합체 

내로 유입되어 집합체 내의 부수로가 폐쇄되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폐쇄 상이 발생하면 핵연료 

집합체 내에서 열제거 불균형으로 인하여 핵연료가 손상되고 이를 지시키지 못하면 소듐의 비등

(boiling)과 함께 체 노심 손상의 사고로 발 할 수 있다[권 민 외, 2000]. 따라서, 노심 유로폐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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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탐지계통의 개발이 요구된다.

액체 속로의 노심유로폐쇄 상은 안 에 심각한 향을  수 있으므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탐지

방안의 개발을 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부분 으로는 국의 CDFR과 같이 원자로정지 계통의 감지 

변수로 용돤 사례도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가 실험에 의한 특성 악 정도 으며 용 사례의 

경우에도 보호계통을 한 단순 감지 개념만을 수용하고 있어 감시  진단 개념을 포함한 종합 인 개

념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폐쇄 상과 사고 개 과정의 악을 한 연구는 계속되

어 왔으나 실제 인 감지수단의 용에 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KALIMER의 안 성뿐만 

아니라 노심손상 방지에 의한 경제성 제고를 해서 노심유로폐쇄 상을 탐지할 수 있는 실제 이고 

종합 인 감지방안과 탐지계통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노심 유로폐쇄 탐지를 해서는 먼  발생원

인에 따른 물리  특성과 탐지 상을 악하고 각 탐지 상의 특성과 용성 분석을 통하여 탐지 구

조를 설정해야 한다. 한, 탐지구조에 한 상세 설계요소와 응답성 분석을 통하여 노심유로폐쇄 탐지

계통의 기본 설계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해년도에는 노심유로폐쇄의 형성 메커니즘을 악

하고 탐지 상을 분석하여 감지변수를 선정하고 각 감지변수에 한 특성과 처리기법을 분석하 다. 

한, 탐지 상에 따른 감지 방법을 종합하여 체 인 탐지 구조를 비 설정하 다.

① 형성특성 분석  탐지 상 설정 

노심유로폐쇄의 원인은 집합체 부수로의 기하학  변형으로 인한 유로형상의 변형,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으로 인한 핵연료 물질의 출  이물질의 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하학  변형과 핵연료 피

복재의 손상은 집합체 내부의 부분  폐쇄로 국부 인 비등과 용융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으며 이물질의 

축 은 집합체 외부의 냉각 유로 입구 폐쇄에 따른 온도 증가에 의한 핵연료 손상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는다[D.G. Roychowdhury et al., 1991]. 내부  폐쇄와 외부  폐쇄 모두 사고가 계속 개되면 총체

인 비등과 용융을 가져오는 노심사고를 래한다. 노심유로폐쇄 상의 탐지 상을 설정하기 하여 

폐쇄 원인별로 발생 기와 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과 상을 분석하 다. 분석에 의하면, 기하학  

변형으로 인한 유로형상의 변형은 구조물의 진동 상을 수반하며,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으로 시작되는 

폐쇄는 핵연료 방출가스를 포함한 핵연료 물질의 출을 래한다. 이물질 축 으로 인한 폐쇄는 냉각 

유로의 입구를 폐쇄함으로써 격한 온도 증가와 유량 감소 상을 유발한다. 한, 폐쇄 원인에 상 없

이, 유로폐쇄가 발생하면 노심의 국부  는 총체 인 온도 증가로 인하여 소듐의 비등 상을 래한

다. 따라서, 진동, 핵연료 물질, 온도  유량 변동, 그리고 비등 상을 유로폐쇄의 탐지 상으로 설정 

하 다.

② 감지변수 선정

감시변수의 선정을 해서는 물리  탐지 상에 따른 감지수단  그 용성을 단해야 한다. 물리

 탐지 상에 따른 감지수단은 표 15와 같이 용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용할 수 있다. 온도 변동은 

열  (thermocouple)와 음  계측기를 이용하여 탐지가 가능하며 출력 비 평균온도 편차와 온도분

포의 통계학  값에 의한 두 가지 감지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핵연료 물질은 선행 핵 (precursor)에 의

한 지연 성자 감지기와 핵연료 방출가스 감지기 등이 이용되며 비등 상은 비등시의 기포 생성과 소

멸에 의한 음향을 탐지하는 음향계측기가 이용된다. 그밖에 진동 상 감지에는 음향계측기와 음 계

측기가, 유량 변동은 이  도 러 속도계측기와 유량 계측기가 이용될 수 있다. 감지방법을 조기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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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시목 과 원자로 정지용 보호목 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한 기술성과 용 황을 고려하여, 핵연

료 물질 출 탐지를 한 지연 성자와 핵연료 방출가스, 폐쇄에 따른 온도 변동을 탐지하는 평균온도 

편차  온도소음, 비등 상을 탐지하는 음향소음을 노심유로폐쇄 탐지를 한 감지변수로 비 설정하

다. 이들 감지변수  지연 성자와 핵연료 방출가스는 지연 성자 감시계통(Delayed Neutron 

Monitoring System)과 핵분열 방출가스 감시계통(Cover Gas Monitoring System)으로 이미 용되었으

며 평균온도 편차는 기존의 수단  방법과 동일 는 유사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온도소음과 음향소음

에 한 상세 감지기법을 분석하 다.

표 15  탐지 상에 따른 감지수단 

탐지 상 감지수단
용성

특성 사례 계통

진동
음향소음

정상 상태와의 식별이 어려움 PWR 용 불가
음  계측

핵연료 물질
지연 성자 검출 핵연료손상에 한  범  탐지 

CRBRP-FFMS,

PRISM-DND,

CDFR-RTS B

감시, 보호

가스검출 핵연료 손상에 한 조기감지 CRBRP-FFMS 감시

비등 음향소음
국부 /소규모 폐쇄에 한

비등 탐지

CDFR-RTS A 등

액체 속로 부분이

분석/고려 

감시, 보호

온도 변동

출력 비 평균온도

증가 편차

외부  폐쇄 감지, 

사고 응답시간이 문제

CDFR등 부분이

장착
보호

온도소음
온도 분포의 통계  기법,

폐쇄 조기감지 가능

CDFR 등 액체 속로 

부분이 분석/고려
감시, 보호

음  계측 식별성이 어려움 인도 용 불가

유량변동
이  도 러 속도계측 유로분포 탐지, 용  없음 Lab 실험 용 불가

유량 속도 계측 단독 변수 탐지계통 용  없음 PWR-WH 용 불가

③ 온도소음  음향소음 감지기법 분석

온도소음기법과 음향소음기법은 노심유로폐쇄 사고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처리기법과 결정기법의 

선택에 의하여 감시기능과 보호기능 모두에 이용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 온도소음기법

출력에 따라 기 설정된 평균온도의 상승 편차에 의한 기존의 노심유로폐쇄 탐지방법은 60% 이상의 

국부  폐쇄를 감지 할 수 있는데[K. Haga et al., 1981], 이는 핵연료 다발 출구로부터 열  감지기까

지의 유로 혼합 상에 기인한다. 온도소음기법은 감지된 온도 신호의 RMS (Root Mean Square), PSD 

(Power Spectrum Density), 달함수, 상 계, 결합성 등의 분포에 의한 통계  인자 분석을 통하여 

폐쇄여부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10% 이상의 폐쇄감지가 가능하며 ALN(Adaptive Learning Network)과 

같은 결정 논리를 사용하면 10% 이하도 가능하다는 실험 보고도 있다[G. Hughes et al., 1985]. 온도소

음기법의 핵심은 폐쇄 상에 의한 신호특성과 배경잡음 신호의 특성 구분 문제로써, 력스펙트럼 도 

분석의 주 수 역폭을 제한하는 방법이 유용하나 실제 용 환경에서의 특성 분석이 반드시 요구된

다. 온도소음기법에 한 기술 인 특성과 제한사항  용 황 분석을 통하여 KALIMER 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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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온도감지를 한 열 의 시정수는 30 msec를 넘지 않도록 한다. 

. 핵연료 다발 출구로부터 온도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가능하면 50cm 이하로 한다.

. 감지신호의 주 수 역은 최  20 Hz로 설정한다.

. 감지시간은 용 목 과 처리기법에 따라 다르나, 보호목 의 경우 가능하면 5 sec 이하로 한다.

. 통계  인자에 의한 단은 력 도함수의 Skewness를 우선 으로 고려한다.

. 정  감시기능 용시에는 패턴인식기법 등의 고  결정논리 용을 고려한다.

㉯ 음향소음기법

음향소음기법은 소듐 비등에 의한 기포의 생성과 소멸시 발생하는 음향신호를 감지함으로써 노심유

로의 국부 인 폐쇄 상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음향소음기법의 핵심은 온도소음기법의 경우처럼 비등 

신호와 배경잡음 신호의 구별이다. 따라서, 음향소음 기법의 용을 해서는 배경잡음 신호와 비등 신

호의 기본 인 특성 결정,  신뢰도와 민감도를 최 화 할 수 있는 신호처리 알고리듬의 개발  비등 

존재 여부의 결정을 한 기 이 요구된다. 실험보고에 의하면 비등 신호의 력 도함수는 큰 고주  

성분을 갖기 때문에  주 의 배경잡음 신호와 쉽게 구별이 가능하지만[IAEA, 1989], 비등 발생 기

에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고 민감도와 신뢰성을 갖는 신호처리 기법이 요구된다. 표 16은 음향소음 

감지를 한 신호처리 기법의 종류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시간은 폐쇄의 존재여부 결정을 하

여 요구되는 데이터의 수집시간이며 식별계수는 각 기법에 따른 비등 신호와 배경잡음 신호 분포의 평

균 비율이다.

표 16  음향소음 신호처리 기법

처리기법 평균시간

알고리듬 

용성 

(단순/복잡)

오동작 트립 

확률

< 0.1/년

감지 실패

확률
식별계수 용 국가

 조건부 측  300 msec 복잡 OK  ≈0  1.37 호주

 정규화 분산 k  8 sec 복잡 OK  0.00058  2.41 독일

 패턴인식  1.035 sec 복잡 OK  0.001  No Data 인도

 제곱법  1 sec 단순 OK  ≈0  3.7 일본

 펄스 인식

 (펄수 계수기)
 5 msec 단순 OK  0.123  6.5 국 (RNL)

 ALN  500 msec 복잡 OK  0.001  6.6 국 (CEGB)

정량 인 데이터는 실험장치와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기능성과 복잡성 등의 정성 인 분석이 요구된

다. 조건부 측, 정규화 분산 k  패턴 인식기법은 성능은 좋으나 계산식이 복잡하고 평균시간이 길

다. 제곱 기법은 처리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성능 개선에 의하여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며, 펄스 인식 

기법은 기 비등 감지에 강 을 갖는다. ALN 기법은 모델 구조 설정을 요구하는 등 매우 복잡하나 감

지 성능 측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진단 기능으로 이용될 수 있다. 결론 으로, 제곱기법  펄스 인식 

기법 등과 같이 단순 처리에 의하여 RMS 값 는 펄스 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원자로 정지용 보호



- 51 -

계통에 용함이 하고 패턴인식, ALN 등은 감시 는 진단용 목 의 탐지 기능에 이용 가능하다. 

원자로 정지용 보호계통 용시, 결정 논리의 설정값을 포함한 샘 링 간격, 데이터 수집시간, 정논리 

지연시간 등의 모든 특성 변수는 오동작에 의한 트립 확률 (0.1/년 이하)과 감지 실패확률 (10-3 이하)

의 기 을 만족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④ 노심유로폐쇄 탐지 비 구조 설정

유로폐쇄 형성 메커니즘 조사에 의하면 진동, 핵연료 물질, 온도  유량 변동, 비등 상 등이 탐지

상으로 가능하며 이들의 감지수단은 음향소음, 음 계측, 지연 성자  가스 검출, 음향소음, 평균

온도 증가 편차, 온도소음, 이  도 러 속도계측, 유량속도 계측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 음향소음 

감지를 한 처리기법은 조건부 측, 정규화 분산 K, 패턴인식, 제곱법, 펄스 계수기, ALN 등이 이용되

고 있으며, 온도소음은 RMS, PSD, 통계  인자, 패턴인식, ALN 등이 연구되고 있다.

KALIMER 노심유로폐쇄 탐지구조 설정을 해서, 탐지 상 선정과 그에 따른 감지수단  처리기법

의 설정, 그리고 계통 용을 한 기능 분류와 설계개념을 정립하 다. 먼 , 설계개념은 보호와 감시 

 진단을 한 종합 인 탐지체계를 갖도록 설정하 으며 그에 따라 보호계통과 감시계통용으로 기능

을 분류하고 감시계통은 핵연료 손상감시와 유로폐쇄 감시의 두 기능으로 분류하 다. 한, 유로폐쇄 

감시계통은 경고와 진단 기능으로 상세 분류하 다. 탐지 상은 용성 분석에 의하여 유량변동을 제외

한 진동, 핵연료 물질, 온도 변동  비등 상을 모두 포함하 으며, 감지수단은 감지시기, 감지 신뢰도 

 응답시간에 따라 처리기법을 분류하고 용 계통을 할당하 다. 즉, 조기감지가 가능하거나 응답시간

은 느리지만 정  단이 가능한 수단은 감시계통용으로, 발생 경과 후의 확실한 단이나 결정 알고리

듬이 단순하고 응답시간이 빠른 수단은 보호계통용으로 할당하 다. 온도소음의 경우, 출력 비 평균온

도 증가율에 의한 탐지는 폐쇄의 조기 감지가 불가능하며 유로 입구의 순간 인 폐쇄의 경우와 폐쇄가 

진 되었을 경우의 탐지를 한 보호계통용으로 할당하 다. 한, 단순처리기법에 의하여 실시간 처리

가 가능한 RMS, PSD, Skewness 등의 처리기법에 의한 탐지는 보호계통의 입력으로, 패턴인식과 ALN 

등의 복잡한 알고리듬과 느린 응답시간을 갖으나 정 성을 갖는 처리기법에 의한 탐지는 감시계통의 진

단용으로 할당하 다. 음향소음의 경우도 온도소음과 유사하게, RMS, 펼스 계수기는 보호계통용으로 패

턴인식과 ALN은 감시계통용으로 할당하 다. 핵연료 출 탐지를 한 감지수단  지연 성자 검출에 

의한 탐지는 보호계통용과 노심손상 감시용으로 할당하 으며 가스 검출 수단은 노심손상에 한 감시

용으로 할당하 다. 보호계통으로 이용되는 감지 수단  지연 성자 감지와 평균온도 변화 감지는 보

호-1 모듈에, 음향소음에 의한 비등 감지와 온도소음감지는 보호-2 모듈에 할당함으로써 어느 한 수단

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감지수단에 의하여 폐쇄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체 인 노심유로폐쇄 탐

지 구조는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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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심유로폐쇄 탐지 비 구조

(마) 원자로 잔열제거계통 특성평가

① PDRC 설계   요구 제열용량 특성 분석

KALIMER-600 잔열제거계통인 PDRC의 설계를 해서는 제열용량  해당 제열용량의 구 을 

한 열교환기 크기의 실성 평가, 그리고 계통의 열유체  설계인자의 설정작업 등이 상호 보완 으로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PDRC의 요구 제열용량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

는 계통 작동시의 정상상태 설계 (design point)에서 결정된다. PDRC 정상상태 설계  (design point)

은 정상 열제거원의 기능상실시 원자로심의 붕괴열을 PDRC만으로 제거하는 경우, 열발생량과 열제거량

이 평형을 이루는 시간에서의 제열용량을 의미하므로, KALIMER-600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design 

point)은 KALIMER-150의 잔열제거계통인 PSDRS[한도희 외, 2002] 해석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먼  KALIMER-150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심 붕괴열 발생량과 PSDRS의 제열용량이 

평형을 이루는 시간 는 그림 22와 같이 원자로 정지 후 약 17시간 경과 시 이며, 노심 열출력이 

392.2MWth인 KALIMER-150 [한도희 외, 2002]의 경우,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design point) 요구 제

열용량은 약 2.6 MWth로 이 값이 바로 계통의 최  제열용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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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KALIMER-150 설계 (design point) 제열용량

즉, 설계 (design point)은 원자로 정지 후 10시간 ～ 20시간 사이에 존재하며 소듐을 냉각재로 사

용하는 부분의 풀(pool) 형 원자로의 경우 소듐 냉각재의 열 성(thermal inertia)  잔열제거 계통 

특성에 의해 상기 시간 에서 정상상태 설계  (design point)이 분포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23은 원

자로 열출력 1589.3MWth[IOC, 2003]인 KALIMER-600의 원자로 정지 후 노심 붕괴열 발생량을 시간에 

해 도시한 그림으로, 설계 (design point)이 원자로 정지 후 약 10 ～ 20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PDRC가 제거해야 하는 제열용량은 약 10 ～ 12 MWth임을 알 수 있다. 한, 설계 (design point)의 

잔열제거 계통 요구 제열용량은 최  열제거량에 도달하는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KALIMER-600 

PDRC 계통 설계를 해서는 임의의 가능 설계  (design point) 분포 역 에서 가장 큰 제열용량이 

요구되는 원자로 정지 후 10시간에서의 요구 제열용량을 선정하 으며, 요구 제열용량이 증가할수록 소

듐과 공기의 자연순환 유동을 사용하는 DHX와 AHX 등의 PDRC 계통 기기 설계시 더 큰 제열면 이 

요구되어 계통 기기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23  KALIMER-600 PDRC 설계  요구 제열용량

KALIMER-600의 경우, 원자로 정지 후 10시간에서의 노심 발생 붕괴열은 약 12.09MWth이므로 각 

루 당 요구되는 제열용량은 각각 6.05 MWth가 되며, 이 을 기 으로 PDRC 계통의 설계 (design 

point)을 설정하고, 설계 에서의 요구 제열용량을 기 으로 PDRC 계통 온도배치  설계인자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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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어재 , 2003].

② PDRC 계통 설계 의 설계인자 특성

PDRC 계통의 기본 설계인자 설정을 해서는 “노심-고온 풀(pool)-DHX shell측-DHX tube측-제열

용 소듐루 -AHX-공기”로 이어지는 제열 경로에 하여 기본 경계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PDRC 계통 

설계를 한 기본 설계인자로는 PDRC의 요구 제열용량인 PDRCQ , 고/ 온 풀 소듐 온도인 PHT 와 PCT , 

PDRC 제열용 소듐 루  내부의 고/ 온  소듐온도인 LHT 와 LCT , AHX shell측 공기 출/입구 온도인 

AHT 와 ACT , DHX와 AHX의 열교환기 특성 인자인 { }DHXUA 와 { }AHXUA , 그리고 DHX shell측 소듐 유량인 

Pm& , 제열용 소듐 루  내부의 소듐 유량인 Lm& , AHX shell측 공기 유량인 am&  등이 있다. 이들 설계인자 

에서 KALIMER-600 PDRC 설계시 경계조건으로 고정 가능한 변수로는 DHX shell측으로 유입되는 

고온 풀 소듐 온도, PHT 와 공기 입구온도인 ACT 뿐이며 이들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정상 열제거원 기능 상실로 인한 트립 신호 (trip signal)에 의해 원자로  1차계통 펌 가 정지하는 

경우, 고/ 온 풀 간의 액 차 소멸에 의해 온 풀 소듐이 DHX와 직  하게 되고, 이어 지속 인 

노심 붕괴열 발생에 의한 고온 풀 소듐 온도의 상승으로 소듐 부피가 팽창하면서 고온의 소듐이 DHX 

지지통 상단을 넘어 DHX shell측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고온 풀 소듐 온도인 PHT 를 설계 에서의 고온 

소듐의 DHX shell측 입구 온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상기 언 한 설계 인 사고 발생 후 10시간 경과 

시  는 고온 풀 소듐의 DHX 지지통 overflow 시 에서의 고온 풀 소듐 온도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원자로 정지 후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PDRC를 통한 본격 인 열제거가 시작되는 편

이 반 인 계통 냉각측면에서 유리하므로, DHX를 포함하는 PDRC 설계 역시 이에 맞추어 고온 풀 

소듐 온도 경계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DHX 지지통 상단을 넘어서는 고온 풀 소듐 온도 계산을 해서는 KALIMER-600 정상운  

의 고온 풀 자유표면 액 로부터 DHX 지지통 상단까지의 높이차를 고려하여 해당 높이까지 소듐이 

팽창하기 해 요구되는 소듐 온도를 계산하므로써, DHX shell측으로의 고온 풀 소듐 유입 온도를 설정

하 다. 이를 해, KALIMER-600 원자로 계통의 정상운   설계자료[IOC, 2003]를 활용하여 

overflow 시 에서의 고온 풀 소듐 온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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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addV∆  Voverflow는 각각 소듐 온도상승에 의해 팽창하는 고온 풀 소듐 부피와 DHX 지지

통 상단까지 팽창한 고온 풀 소듐의 총 부피를 의미하며, 상첨자 “o”는 정상운   값을 의미한다. 

한, M은 고온 풀 소듐의 정상운   총 질량이며 하첨자, “HPL”은 고온 풀을 나타낸다. 상기 계를 



- 55 -

활용하면 식에 의해 계산된 고온 소듐 온도는 결국 증가하는 소듐 액 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정상운  

 고온 풀 소듐 자유표면 액 로부터 DHX 지지통 상단까지의 높이에 따른 고온 풀 소듐의 온도 변화 

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때 고온 풀 소듐으로부터 원자로 배   원자로용기로 이어지는 반경방향 

열 달은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고온 소듐이 DHX 상단을 넘어 

DHX shell측으로 overflow되어 본격 인 DHX의 열제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상운  의 고온 풀 자

유표면 액 와 DHX 지지통 상단 간의 높이차를 가능하면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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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HX 지지통 상단 높이별 고온 풀 소듐 온도변화

그림 24는 정상운  의 고온 풀 자유표면 액 로부터 DHX 지지통 상단까지의 높이차에 의한 고

온 풀 소듐 overflow 온도 변화 경향을 정량 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정상운  의 고온 풀 자유표면 

액 와 DHX 지지통 상단간의 높이차가 증가할 수록 고온 소듐의 온도는 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

다. 이는 overflow 시작 높이가 높을수록 소듐 부피 팽창을 한 더 많은 에 지가 요구되므로 고온 풀 

소듐에 축 되는 에 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소듐 온도가 가 른 상승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DHX를 통한 본격 인 제열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계통 냉각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DHX 지지통 상단 높이를 최 한 낮게하는 설계가 요구되지만, 최

소한 정상운   고온 풀 자유표면 요동에 의해 DHX 지지통 내부로 고온 소듐이 유입되는 것은 방지

해야 하므로, 고온 풀 소듐 자유표면 요동 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overflow 높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정상운  의 고온 풀 자유표면 요동폭을 약 ± 3cm로 가정하는 경우 고온 풀 자유표면 액
로부터 DHX 지지통 상단까지의 거리는 약 5cm로 잠정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고온 풀 소듐 온

도는 상기 분석 결과를 토 로 약 547.86
o
C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값을 KALIMER-600 PDRC 계통 설

계인자 설정을 한 DHX shell측 입구 고온 소듐 온도 경계조건으로 활용하 으며, 본 계산에서 사용된 

DHX shell측 고온 풀 소듐 온도는 고온 풀 자유표면 요동 폭에 련한 정량  분석  원자로 내부 구

조 설계와 련된 타 분야와의 연계 사항 등의 고려를 통해 차후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상

된다. PDRC 계통의 기본 경계조건을 토 로 기 수행 연구[어재 , 2003]를 통해 개발된 PDRC 계통 설

계 의 정상상태 설계인자 설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PDRC 계통 설계인자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

와 소듐 공기 열교환기 (AHX)의 열교환기 특성인자, {UA} 비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한 계통의 반

인 거동을 분석하고 이를 그림 25에 도시하 다[어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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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열교환기 특성인자 변화시의 PDRC 계통 체의 온도 분포

그림에서와 같이 열교환기 특성인자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의 UA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 

DHX 의 열성능 향상으로 인해 PDRC 제열루 의 온도 배치가 PHTS 소듐 쪽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DHX의 열면 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PDRC 제열 루  내부의 고온 

소듐 온도가 증가하여 AHX로 고온의 소듐이 공 되므로 AHX의 열 성능을 향상시켜 소듐-공기 열

교환기의 크기를 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설계시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바) 원자로헤드  상부 구조물 열 달 특성분석

소듐냉각 액체 속로 원자로 헤드는 고온의 일차계통 소듐 표면에서 복사  류 열 달에 의해 원

자로 헤드가 가열되어 원자로 헤드의 취약부분인 속  비 속 물질의 건 성을 해하고, 원자

로 용기  련 내부기기들을 지지하는 헤드가 고온으로 가열되면 크립피로 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원자로 헤드 열 달 특성분석은 복사/ 류/ 도 열 달 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므로 해석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서 액체 속로 선진국에서조차도 해석 방법론 개발을 해 많은 인력과 비

용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한 정확한 해석 방법론 설정은 단히 요한 원자로 설계기술 분

야이다. 이에따라 본 원자로 상부구조물의 복합 열 달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원자로 헤드 냉각장치 설계에 필요한 열용량을 계산하고, 헤드자체에 열하 을 계산하기 한 헤드 온

도 분포를 계산하 으며 이를 통하여 원자로 헤드  상부 구조물에서의 열 달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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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원자로 상부구조물 해석공간 개략도

이와 같은 목 을 해 해석의 물리  범 는 그림 26과 같이 수직방향으로는 고온 풀 소듐 표면에

서 원자로 헤드까지, 반경방향으로는 원자로 용기 심선에서 격납용기 사이의 공간을 해석 역으로 설

정하 다. 한 해석에 사용된 자료는 재까지 진행된 설계인자를 기 으로 설정[김성오,2003]하 다. 

표 17 원자로 용기 내/외부 구조물 재질  열 도도(300℃ 기 )

항목 재질 열 도도 (W/m-℃)

원자로 배

원자로 용기

원자로 헤드

격납용기

상부 단열

SS316

SS316

SS304

2(1/4)Cr-1Mo

SS316

19.1

19.1

17.0

37.0

19.1

원자로 용기, 격납용기  원자로 헤드의 기하 형상은 기계구조분야에서 제공한 자료[박창규,2003]를 

사용하 으며, 단열 의 총 두께는 방사능 차폐 에서 30mm로 설정하 으며 단열  사이의 간격은 

설치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하여 25mm로 설정하 다. 한 각 구조물의 재질  열 도도는 표 17 

에 기술된 값을 사용한다[Rohsenow,1985].

해석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열 달 방법은 류, 복사, 도  소듐의 증발/응축이 있다. 그런데 소듐

의 증발 응축의 경우 증기 소듐 도[Rohsenow,1985]가 매우 작고, 수행된 비 분석결과 증기의 이동

속도가 1m/  이하이므로 소듐의 증발  응축에 의한 열 달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따

라서 본 해석에서는 소듐의 증발  응축에 의한 열 달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구조물에서의 도 열

달, 구조물 사이에서의 복사 열 달  유체와 구조물 사이의 류 열 달 상만을 고려한다.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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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연 류 유동은 온도 변화에 따른 헬륨가스 도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본 

해석에서는 기체의 팽창계수를 사용하는 Boussinesq의 단순화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 류 유동을 해석하

다. 본 해석 공간은 원통형의 구조물  공간이며 원주방향으로는 물리  특성이 변화가 거의 없으므

로 해석공간을 축 칭 이차원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한 상세한 지배방정식은 일반 인 열 달 문

헌이나 본 해석에서 사용하는 범용 산해석 코드인 CFX 코드의 사용자 설명서[CFX4.4 User Manual]

에 구체 인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해석 역에 한 경계조건을 그림 26의 

모형에 하여 구간 별로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용하 다.

․고온 풀 표면 (Hot pool surface) : 온도조건 510℃[김성오,2003]로 설정

․격납용기 표면 : 원자로 Pool 유동특성 보고서[김의 ,1999]의 계산결과를 고려하여 원자로 고온 풀

에서 상부 단열  하단까지는 230℃로 설정하고, 상부 단열  하단에서 원자로 헤

드 상단까지는 복사 열 달을 고려하여 류 열 달 계수를 18W/㎡-℃로 설정

․원자로 헤드 : 격납돔 냉각계통에 의해 원자로 헤드 냉각계통의 작동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식과 

같이 열 달 계수를 설정

   h=
kair
DH
×Nu=

0.023Pr 0.4kair
2t ( Qπν

1
r )

0.8

=
0.666
t ( Qr )

0.8

복사 열 달을 계산하기 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검토한 결과 Monte Carlo method에서는 정확한 

계산결과를 얻기 하여 많은 수의 양자 표본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많은 계산시간이 요구되며 Shah에 

의해서 개발된 Discrete transfer방법은 flux method와 Monte Carlo방법을 혼합한 것으로서 기하형상이 

비교  단순한 경우에 비교  짧은 계산시간과 정확한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본 계산에서는 Discrete transfer모델을 사용하여 복사 열 달을 계산하 다. 이와 같이 설정된 기

하형상, 물리  모델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 결과 계산 역내부의 온도장과 속도장은 

그림 27  그림 28과 같다.

 

그림 27  원자로 상부 공간 커버가스 유동장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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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원자로 상부 공간  구조물 온도분포

그림에서와 같이 원자로 상부 공간에서 단열  하부공간의 유동 분포는 원자로 용기 벽면에서 하향 

유동, 원자로 심부분에서는 상방향 유동의 자연 류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단열단 상부 공간의 유

동 분포는 고온 평  유체의 자연 류 상에서 형 으로 발생하는 버나드 셀과 같은 형태를 보이

고 있다. 이는 그림 29의 온도분포 특성과 같이 단열  상단의 온도가 거의 반경방향으로 거의 일정하

기 때문에 단열  상부공간에서 체 인 자연 류 유동이 발생하지 않고 국부 인 자연 류 유동이 발

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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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원자로 상부 반경 방향 온도분포

원자로 상부 공간 축방향 온도분포를 그림 30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원자로 용기 내부의 

온도는 고온풀 상단 치에서 설정된 경계조건에 계없이 단열  상단부근에서 거의 일정한 온도값인 

230℃ 정도로 일치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그림 30에서의 결과와 일맥상통하

는 결과를 보여 다. 한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축방향 온도분포는 단열  역에서 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열 이 고온 풀 표면에서 방사되는 복사 열 달을 차단하고 하부공동과 상부공동 

사이의 유체 헬륨가스 유동을 차단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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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원자로 상부 축방향 온도분포

반경방향 온도분포는 그림 29와 같이 반경방향에 따라 거의 균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이유는 상부 단열  효과에 의해 축방향 열 달 항이 크게 되므로 반경방향의 온도 분포가 일정

한 값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원자로 헤드 상단에서의 온도는 원자로 심부의 130℃, 원자로 용

기부근에서 약 125℃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물리 으로 매우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해석 방법론이 원자로 헤드  상부 구조물 열 달 해석 방법론으

로 한 것으로 단된다. 한 계통 과도기 특성을 반 하기 하여 원자로 헤드  상부 구조물에

한 과도 해석 방법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사) 원자로 풀 내부 정상상태 열유동 특성분석

KALIMER-150에서 수행하 던 원자로 pool에 한 유동특성 분석[김의 , 1999]과 같이 

KALIMER-600을 상으로 COMMIX코드를 이용하여 정상상태 열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반 인 기

하모델의 크기가 증가하 고, 노심  각 부분의 형상  출력의 변화를 고려하 다.

① 기하모델링  격자배치

해석에 사용한 좌표계는 실린더 좌표계를 채택하 다. UIS의 IVTM용 홈과 IVTM의 존재를 무시하

고 UIS 상부와 DHX가 들어갈 치, 그리고 펌 의 상부도 계산 역에서 제외하 다. 구조물의 칭성

을 이용하여 pool의 90°부분만 해석하 다. 해석 상범 는 반경방향으로 원자로 심과 Air Separator 

사이, 축방향으로 원자로 용기의 바닥에서 고온풀 표면까지, 원주방향으로는 펌 의 심에서 DHX의 

심까지로 한다. PSDRS를 구성하는 Air Downcomer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Air Separator는 단열된 것

으로 하 다. 원자로 용기 바닥의 반구형형상은 무시하 다. 해석 역에서 소듐과 헬륨은 서로 하고 

있지만, COMMIX코드의 기능상 서로 물리 으로 분리되어있어야 하므로 온풀과 헬륨사이에는 얇은 

소듐막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격자간격은 격자면이 물리 으로 의미있는 지 , 즉 배 , 용기, 이

, 액 면 등의 치와 일치하도록 배치한다. 반경방향으로는 34개의 노드를 주었고 이 에서 Support 

Barrel 안쪽의 노심 역에 10개, 배 과 원자로 용기사이의 공간에 2개, 격납용기와 원자로용기사이의 

아르곤 역에 2개, Air Separator와 격납용기사이의 공기유로에 2개, 간열교환기의 튜 측에 1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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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원주방향으로는 총 13개의 노드가 주어지고, 축방향으로는 총 39개의 노드가 주어졌고, 가장 에 

치한 1개의 노드는 소듐, 헬륨, 아르곤 역의 확장소자용으로 주어졌다. 그림 31에 격자배치단면이 주

어져있다. 그림에서 실선은 경계면을 나타내고, 선은 셀면을 나타낸다. 그림31(a)는 펌 단면이 포함하

는 수직단면을 나타내고, 그림31(b)의 수직면에는 간열교환기단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31(c)는 DHX

를 포함하는 면이고 그림31(d)는 수평단면에 한 것으로 펌 와 IHX 그리고 DHX는 사각형 단면을 갖

는 것으로 모의하 다. EM펌 내에서 유동상승은 환상유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운데 4개의 셀은 펌

의 앙 회귀유로로 모의하 다.

  

  (a) J=1 (Pump 역)       (b) J=8 (IHX 역)

  

       (c) J=13 (DHX 역) (d) R-θ 좌표계

그림 31  KALIMER-600 격자배치

② 복사열 달모델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 격납용기와 Air Separator사이의 복사열 달만 모의하 다. 안쪽의 동심원통

에서 바깥쪽 동심원통으로 향한 View Factor값은 무한평 의 경우와 같이 1로 한다. 원자로용기와 격납

용기, 격납용기와 Air Separator 각 면에 용한 emissivity는 KALIMER-150의 경우와 같이 보고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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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999]에 주어진 것과 같이 0.8을 용한다. 해석에 용한 복사면은 총 48개이며, 배 과 원자로용

기사이에 24개,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사이에는 18개, 격납용기와 Air Separator사이에는 6개를 용하

다.

③ 운   경계조건

정상상태 100% 출력운 시 계통작동조건은 다음과 같다.

- 노심 체출력 = 1,589 MWt

- IHX의 튜 측 입구유속 = 2.94 m/sec

- IHX의 튜 측 입구온도 = 310.7 ℃

- 격납용기/Air Separator gap의 입구유속 = 3.18 m/sec

- 격납용기/Air Separator gap의 입구온도 = 40 ℃

④ 해석결과

정상상태 해석시 수렴조건은 속도와 엔탈피의 유동장내 최 값 비 상 변화율이 5×10-4이하 일 때 

만족한 것으로 하 다. 반 인 계산결과를 검토하기 해 체 에 지평형을 보면 1/4 계산 모형에서 

노심과 펌 에서 각각 397.325 MW, 4.0 MW의 열이 발생하고, IHX를 통하여 400.125 MW, PSDRS를 

통하여 1.2 MW의 에 지가 제거되었다. 노심입구온도는 366.2℃로 해석모형과 같게 나타났고 노심출구

의 유량가 치에 근거한 평균온도는 510.0℃로 역시 해석모형과 같게 나타났다. PSDRS의 공기의 온도

는 입고공기온도가 40.0℃일 때 출구온도가 163.7℃로 나타났다. 그림 32는 IHX가 치한 수직단면(J=8)

의 유동장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온도는 노심 집합체 역을 통과하면서 높아진다. 노심출구와 UIS 면 

사이에서 혼합이 잘 이루어져 512.0℃～514.0℃ 사이로 거의 균일하고 이후 고온풀에서 역시 평균온도가 

510℃로 균일한 분포를 보인다. IHX의 Primary계통으로 유입된 소듐은 온도가 감소하여, 온풀에서는 

366.2℃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IHX 아래에는 다른 유동을 해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인해 

온도분포가 고르게 나타난다. 그림 33은 동일 수직단면의 속도분포이다. 원자로 풀내에서 소듐의 유로는 

inlet plenum에서 노심을 거쳐 고온풀을 통과하고, IHX에서 아래로 향한 후 온풀내에서 잘 섞여지고 

펌 로 유입된 뒤 방출 배 을 통과하고, 다시 inlet plenum으로 유입하여 PHTS의 한 회로를 이룬다.

그림 32  수직단면의 유동장 온도분포 (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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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수직단면의 유동장 속도분포 (J=8)

나)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1)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본 연구년도에는 지난년도 연구기간에 개발된 일체형 증기발생기 개념에 한 열유체  특성을, 당

해년도에 개발된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설계 산코드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체형 증기발생기의 열유체  작동 특성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열 에서 비

효율 인 온도분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설계개념을 개발하 다.

(가) 상세특성 분석을 한 증기발생기 기  설계 설정

일체형 증기발생기 열 특성을 분석하기 한 기 조건을 일체형의 각 종류에 한 증기발생기의 

내부 설계를 수행하 다. 이 내부 설계는 최  성능이 이루어지는 설계조건을 찾는 최 화 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졌으며 이 최 화에 사용된 성능조건은 다음과 같다.

- 200MW 열에 필요한 SG 크기의 최소화, 압력손실의 최소화, 열유체 유속의 실화

이러한 의 최 설계를 네 가지 종류, 즉 그림 34에 제시된 단일지역 집 형, 복수지역 집 형, 

반경분리형, 수직분리형에 하여 수행하 으며 수행된 최 설계 인자  몇 가지 주요인자가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종류  반경분리형은 이번 연구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며 나머지는 

지난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새롭게 도입된 반경분리형에 한 설명은 뒤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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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일지역 집 형    나.복수지역집 형             다.수직분리형         라. 반경분리형  

그림 34 분석 상 일체형 증기발생기 구조

이러한 최 화의 실제작업은 항목 2)라)(2)의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설계 산코드 개

발’에서 설명되는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최 화 작업의 효율성을 높 으며 증기발생기의 작동조건은 

KALIMER-150의 NSSS 작동 조건을 사용하 다.

표 18 200 MWe  일체형 증기발생기의 설계자료

Parameters

Single- 
Region 

Integrated 
Type

Double- 
Region 

Integrated 
Type

Radially  
Separated 

Type

Vertically 
 Separated 

Type

hot tube OD, m 0.025 0.025 0.025 0.025
cold tube OD, m 0.025 0.025 0.025 0.025
hot tube t, m 0.0008 0.0008 0.0008 0.0008
cold tube t, m 0.003 0.003 0.003 0.003
hot tube length, m 50.0 43.0 28.0 28.
cold tube length, m 50.0 43.0 48.0 48.
hot bundle height, m 8.9 13.1 11.0 10.
cold bundle height, m 8.9 13.1 11.0 11.
bundle region height, m 8.9 13.1 11.0 21.
hot tube Pitch/OD, (R-plane) 1.5 1.5 1.5 1.5
cold tube Pitch/OD, (R-plane) 1.5 1.5 1.5 1.5
number of tube rows,inner 33 15 11 12(hot)
number of tube rows,outer - 7 6 11(cold)
number of hot tubes 416 365 322 330
number of cold tubes 415 360 174 184
number of tubes 831 725 496 514
number of tubes.inner/number of 
tubes.outer 

- 0.55 0.65 -

shell ID, m 2.96 2.34 1.96 1.38
Pb-Bi mass flow rate, kg/s 1,210 1,100 6,500 6,500
Q: heat transfer rate, MW 200.0 200.1 199.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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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 특성의 상세분석

① 온도 분포 특성

일체형 증기발생기에서는, 작동유체 수가 일반 열교환기나 증기발생기 경우와는 달리 세 종류가 되

기에 독특한 온도분포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런 독특한 온도분포 특성은 단일지역 집 형에서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림 35가 이런 독특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단일지역 집 형에서의 온도분포

이 그림에서 보인바와 같이 단일지역 집 형에서는 간유체의 양단 온도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간유체의 온도가 x=0 근처에서 고온유체보다 높아지게 되어 열에 비효율 인 분포가 형성되게 된

다.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 지난 연도에 개발된 개념이 그림 34의 ‘나‘인 복수지역 집 형이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복수지역 집 형에 한 온도 특성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비효율 인 온도분포가 

모든 경우에 사라지지는 않고 조건에 따라서는 비록 단일지역 집 형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림 

36과 같이 역시 비효율 인 분포가 발생됨이 확인되었다.



- 66 -

그림 36  복수지역 집 형에서의 온도분포

따라서 이에 한 이유를 분석하기 하여 3종 유체간의 열 상이 이루어지는 일체형 증기발생기

의 작동 조건을 다음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2종 유체간의 열이 이루어지는 열교환기로 분해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 다. 

              

       가. 온/ 간 유체                 나. 간/고온 유체                      다. 종합

그림 37 일체형 증기발생기의 비효율 인 온도분포 발생요인

이 결과 3종 유체 열교환기인 일체형 증기발생기에서의 온도분포 특성이 2종 유체 열교환기의 특성

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음이 밝 졌으며 이로부터 복수지역 집 형의 온도분포의 비효율 인 온도분포 

발생에 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열면에서 비효율 인 온도 분포의 발생은, 단일 지역형 경우는 그 구조가 지니는 간유체에 부

여되는 경계조건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의 발생은 필연 이지만, 복수지역 집 형 경우는 이와는 달

리 기본 으로 3종 유체간의 열유로의 구성이 역방향과 순방향(평행)의 혼합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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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복수지역 집 형에서의 비효율 인 온도분포 발생은  열계수(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큰 값일 때에 한한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부터, 복수지역 집 형태를 취하면서도 비효율 인 온도분포 발생을 근원 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념이 개발 으며 이 개념이 그림 34의 ‘라’인 반경분리형이다. 이 형식에서는 체 구

성은 유사하지만 열  배치에서 고온 은 고온  끼리  온 은 온  끼리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배치를 통하여 3종 유체간의 열방식이 복수지역 집 형의 혼합형이 아니라 역방향만의 구성이 

되므로 비효율 인 온도분포의 발생을 제거할 수 있게 되며 그림 38이 그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38  비효율 인 온도분포가 사라진 반경분리형의 온도분포 

② 각 개념별 특성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입된 일체형의 네 가지 개념에 하여 일체형 증기발생기의 특성분석을 

하여 개발된 산체제를 이용하여 이들의 상세 특성을 분석하 다.

 ◦ 단일지역 집 형

단일지역 집 형에서 소듐과 수의 유로방향은 서로 역방향이며, 간유체의 방향은 소듐과 역방향

(상향) 는 순방향으로 흐르고 간에 치한 간통로를 통하여 다시 열지역으로 유입되고, 따라서 

간유체의 입출구온도는 동일하며, 간유체의 방향이 상향일 때 유량은 최 조건인 1200 kg/s를 용

하 다. 그림 39는 열  치별 물/증기, 납-비스무스, 소듐측의 온도분포에 한 내용이다. 복수지역 

집  집 형에서는, 열지역출구를 통과한 간유체가 증기발생기의 가운데에 치한 간통로를 통하

여 다시 열지역의 입구로 유입되므로, 간유체의 입구와 출구온도는 약 520.5 ℃로 동일하고, 입구지

역에서 간유체의 온도가 고온측 소듐의 온도보다 높은, 앞에서 설명한 비효율 인 온도분포를 보이기

에 열측면에서 열효율을 떨어뜨린다. 입구지역을 제외한 간유체의 온도는 고온측과 온측의 온

도분포를 따라 간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간유체인 납-비스무스의 유동열용량 즉, 질량유량과 

비열의 곱이 소듐과 물/증기의 유동열용량에 비하여 기 때문에 소듐과 물/증기의 온도분포를 따라가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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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단일지역 집 형에서의 온도분포

 ◦ 복수지역 집 형

복수지역 집 형에서 바깥쪽 열  치별 물/증기, 납-비스무스, 소듐측의 온도분포가 그림 40에 

제시되어 있다. 복수지역 집 형의 특징은 안쪽 지역의 출구를 통과한 간유체가 바깥쪽의 입구를 통

하여 바깥쪽으로 유입되므로, 간유체의 유량값에 따라 간유체의 온도분포 천이 상을 제거 는 완

화시킬 수 있다. 복수 집 형은 그림 34에 보인바와 같은 구조이기에 앞의 단일지역 집 형과 달리 

간유체가 두 가지 온도분포 즉, 안쪽 지역에서의 분포와 바깥쪽 지역에서의 온도분포를 지니게 된다. 아

래의 그림 ‘가’에서 504.2 ℃로 안쪽 지역의 출구를 통과한 간유체는 그림 ‘나’의 바깥쪽의 상부입구지

역으로 유입된다. 바깥쪽 지역의 하부출구지역을 빠져나가는 간유체의 온도는 347.6℃이고 이는 다시 

안쪽 지역으로 유입된다. 안쪽 지역의 각 유체의 방향을 살펴보면 소듐과 간유체는 역방향이고, 간

유체와 물/증기는 동일한 순방향 형태이다. 그러나 바깥쪽의 간유체의 방향이 반 로 됨에 따라 간

유체에 한 소듐과 물/증기의 열교환 유로방향이 각각 순방향  역방향으로 바 다. 따라서 고온유체

인 소듐의 온도분포를 보면 간유체와 역방향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안쪽 지역의 변화폭 (160.7℃)이 바

깥쪽 지역(123.8℃)보다 크고, 온유체인 물/증기의 온도변화는 간유체와 역방향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바깥쪽 지역의 상승폭(287.5℃)이 안쪽 지역의 상승폭(223.9℃)보다 크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고온유체로

부터 유입열량과 온유체로의 유출 열량은 차이를 보이게 되며, 안쪽 지역의 경우 소듐측 열량은 

121.0 MW이고, 물/증기측 열량은 111.9 MW이므로 안쪽지역에서 바깥쪽 지역으로 약 9.1 MW의 열

량이 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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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복수지역 집 형에서의 온도분포

 ◦ 반경분리형  상하분리형

반경분리형에 하여 분석된 온유체와 간유체 그리고 간유체와 고온유체 간의 열  치별 

물/증기측, 납-비스무스측, 소듐측의 온도분포가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체 열  길이 에서 과

냉각 역은 체 열  길이의 약 37.5%, 비등 역은 약 37.5%, 과열 역은 약 25%를 차지한다. 물/

증기의 온도는 과냉각지역에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상유동 역에서는 포화온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고 단상과열 역에서 다시 증가한다. 상하분리형은 반경분리형과 열특성에서 동일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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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단일지역 집 형에서의 온도분포 

③ 특성분석 종합

반경분리형, 수직분리형, 단일지역 집 형, 복수지역 집 형 등 네 가지 일체형 열교환기의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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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량 인 특성 조사결과는 표 19와 같으며 이 결과는 모두 200MW의 열이 이루어지는 공통조건

에서의 성능이다. 이 조사에서의 간유체 유속이 크면 구조재 등에 악 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속이 

2m/ 를 넘지 않도록 유량설정에 제약을 용하 었다. 

표 19 일체형 증기발생기 종류별 성능의 정량  비교

단일지역
집 형

복수지역
집 형

반경분리형 수직분리형

간유체 유량,Kg/s 1,200 400 6,500 6,500

통 내경, m 2.96 2.34 1.38 1.96

열  다발 높이, m 8.9 13.1 21.0 11.0

간유체 유속(안쪽/바깥쪽), m/ 0.05 0.07/0.09 1.5/1.8 2.0/1.8 

열면 ,m2 3,260 2,450 1,420 1,360

체 , m
3

61 56 30 33

질량, ton 360 350 190 210

고온유체(소듐) 펌  일률, KW 875 972 781 820

간유체 펌  일률, KW 1.5 0.36 1,270 1,710

수 펌  일률, KW 12 13 36 37

단  열면 당 열량, kw/m2 62.3 80.6 141. 146

단  체 당 열량, kw/m
3

3.31 3.52 6.71 5.99

표 19에서 보면 열성능이 분리형이 집 형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단  부피  면 당의 열

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 형식이 내부에서 열효과가 좋은 역방향 열로만 그 

열이 이루어지는 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펌핑에 요구되는 일률은 간유체에 요구되는 일량에서 이

들 분리형이 집 형에 비하여 1,000여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열구조가 고온유체- 간유체-

온유체의 열이 집 형에서는 열구간의 각 지역별로 이루어짐에 비하여 집 형에서는 열량 부가 

일차 으로 고온유체에서 간유체로 달된 다음 이를 다시 온유체로 달되는 열구조이기에 간

유체는 이 열량을 수용하기 해서 큰 유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가 으로 설명하면 집 형은 유

량이 0이더라도 액체 속인 간유체의 도 상으로 상당량의 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지만 분

리형은 열량이 사라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간유체의 펌 소요 동력은 집 형이 무시할 만한데 

비하여 분리형은 매우 큰 펌 동력이 필요하며 한 집 형에서는 간유체인 납-비스무스 사용에서 장

기  가동에서 우려되고 있는 침식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편 각 열교환기의 무게는 

략 200 - 350 톤으로 취  가능한 무게로 단된다. 이상과 같은 정량 인 성능분석 결과로부터 일체

형 각 형태의 상 인 특징이 표 20과 같이 정성화 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일체형 증기발생기의 톡특한 온도분포 형성 특성이 악 으며 이러한 

악을 바탕으로 집 형 형태를 지니면서도 열면에 비효율 인 온도분포의 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

운 배치형태를 개발하 고, 각 종류에 한 정량 인 분석을 통하여 각 일체형 종류의 성능상의 상  

장단 을 악하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단일지역 집 형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인 복수지역 집 형 

 분리형(반경형과 분리형은 특성이 유사)이 나름 로의 장단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각각의 표 인 장 은, 분리형은 열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복수지역 집 형은 극히 작은 간

유체 유량으로도 효율 인 열을 구 할 수 있기에 간유체로 사용되는 납-비스무스의 장기 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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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구조재의 침식의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다. 

표 20 일체형 증기발생기 종류의 상  특성

집 형 분리형

단일집 형 복수집 형 반경분리형 수직분리형

간유체의 기능 고온 과 온 간의 지역  열 담당 고온 과 온 간의 체  열담당

고․ , ․  유체간의 
유동방향 배치성 완  자유스럽지 못하며 역방향과 순방향의 조합 완 자유스러우며 역방향만으로의 구성가능

필요 간유체 유량 소량
( 정 류 열계수 형성하는데 필요한 양)

량
(열교환량 체를 수송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양)

간유체압
력손실

앙유로 
사용시

아주작음 작음 매우 큼 매우 큼

환형유로만 
사용시

아주작음 작음 큼 큼

열능력 분리형보다는 낮음
-복수지역형 보다 낮음

분리형보다는 낮음
- 단일지역형보다는 
근소하게 더 좋음 
(0～15%)

-통형 HX에서 가장 양호
(반경분리형과 수직분리형 상호 유사)

제작성 용이 집  단일지역형에 비해 
추가공정 필요 집  복수지역형과 동일 열  노즐 연결  

설치 곤란할 수 있음

(2)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기기배치 특성평가

개발된 일체화 개념의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NSSS 구성 방법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법에 한 정성

인 평가를 수행하여 일체화개념의 구 을 한 기본작업을 수행하 다. 그림 42에 일차 으로 도출된 

배치방법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Loop형 기본                   최단거리 sodium 배  loop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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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격납 loop형                    소듐격납 loop형

그림 42 일체형 SG를 이용한 NSSS 구성방법

네가지 방법  소형격납 pool 형은 KALIMER와 같은 pool 형이고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loop 형

의 배치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한 정성 인 평가를 다음 두 가지 을 시하여 수행하 다.

 

◦주증기  단사고를 비한 배치

개발된 증기발생기 개념은 증기발생기 내에 오염된 일차계통 소듐이 유입되기에 격납용기 안에 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격납용기내에 설치할 경우는 증기발생기에 고압의 증기 이 연결되기에 

증기  열사고에 비한 고려를 해야 하며 증기  손시 증기가 격납용기 안으로 유출되는 배치일 

경우는 격납용기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기에 그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된다. 참고로 경수

로의 격납용기 체 은 LOCA  주증기  단사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증기  단

사고시에도 부하가 격납용기 내부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액체 속로 경우는 

LOCA에 한 부담이 기에 매우 고무 인 방법이 된다. 

 ◦소듐 배  길이의 최소화

개발된 일체형 증기발생기에는 일차계통의 소듐과 수계통의 수가 연결되기에 배 의 사용이 요

구되며 이러한 배   소듐 배 은 고가이고  설에 따른 험성이 있어서 경제성  안 성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소듐배 의 사용배제 는 배  길이의 최소화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표 21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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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체화 개념 SG NSSS의 기기 배치 시안별 정성  특성 

   

이와 같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배치방법은 소형격납 pool형의 배치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여기에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표에 설명되어 있듯이 소형 격납형은 격납

개념에 한 방법이 기존의 경. 수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고 한 격납용기에 기기를 설치하는 방법 

역시 기존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소형격납 개념은 액체 속로는 경수로

와는 달리 기압 정도로 아주 낮은 압력에서 작동되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러한 개념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SG 설치방법 역시 비록 기존 방법과는 크게 다른 방법이지만 이 새로

운 설치방법이 격납시 격납용기 통에 한 안 등  연계성 기 [ANSI,1983,1993]을 만족시키고 있기

에 기본 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방법의 구 화를 한 구조해석과 같은 추가 연구의 

수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인허가성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기존개념과의 큰 차이 이 문

제가 되는 경우를 비해서 최단거리 sodium 배  loop형 배치 방법도 안으로서의 추진 연구가 아울

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발 소 동  설계기술 개발

(1) 원자로 내부 병렬회로 역류 과도 상 향 평가

KALIMER-150과 같이 PHTS 냉각재의 도변화에 따라 피동 으로 잔열제거 작동이 이루어지는 

계통 개념을 사용하는 원자로에서는 PSDRS(PVCS) (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는 KALIMER-150에서는 단

지 PSDRS만 사용되나 KALIMER-600에서는 KALIMER-150의 PSDRS외에 새로운 개념인 PDRC가 도

입되며  잔열제거계통의 용어체계를 재정의하여 KALIMER-150의 PSDRS와 같은 구조의 계통은 PVCS

로 그리고 용어 PSRS는 피동잔열제거 계통 부를 의미하도록 조정되었음. 즉, 새로운 용어 체계에서는 

PSDRS에 PVCS와 PDRC가 소속되게 됨.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KALIMER-150의 PSDRS 즉 새로운 

용어체제의 PVCS를 지칭할 때는 이러한 용어체계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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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RS(PVCS)로 표 함) 작동 과도기시 원자로 내부에서는 복작합 열유동 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냉각재 온도증가로 고온조의 액 가 원자로 배 을 넘치는 상황이 되면 고온조의 소듐은 온조로의 유

동에서 두가지 서로 다른 유로를 갖게 된다. 원자로 용기와 원자로 배  사이의 환형유로(이하 환형유로

라 부름)가 정상작동시 유로인 IHX를 통과하는 유로 외에 새로운 유로로 형성된다. 이들 유로는 출발

과 끝나는 이 동일하기에 평행유로가 되며 조건에 따라서는 평행유로가 순환유로로 바 게 되어 한 

유로에서는 역류가 발생하고 다른 유로에서는 유량이 증가하는 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작년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역류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역류발생 단조건을 해석 으로 유도하고 이를 

LSYS를 통하여 유도된 단조건의 타당성을 확인하 었다. 본 연도 연구에서는, 이에 한 연속연구로 

KALIMER-150 노형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시 에서의 계통의 열유체  과동 특성을 분석하 다. 

발 소에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냉각펌 가 정지하는 과도기에 한 분석결과로서 유량  액

 거동이 그림 43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가는 선은 유량을 표시하는데 35,000  부근에서 음

이 되는 선이 IHX를 통과하는 유량을, 그리고 나머지 선이 환형유로를 통과하는 유량을 나타내며, 굵은 

선이 환형유로의 액 를 나타낸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원자로 정지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듐이 팽

창하여 27,800 경에 고온조 소듐이 원자로 baffle을 넘게 되며 이에 따라 환형유로의 유량이 생성된다. 

이러한 유량의 형성은 계통의 열유동에 큰 변화를 주게 되고 이는 IHX  환형유로의 자연 류 head의 

상  크기에 변화를 주어 IHX 통과 유량이 격히 감소하다가 33,500  정도에 가서는 그 흐름이 양

에서 음으로 변하게 된다. 음으로 변한 유량은 이내 크게 그 값이 감소하여 0에 가까운 음 는 양의 

값을 유지하다가 71,800  정도에 그 부호가 완연히 양으로 바 게 된다. 즉 이 역류가 발생하는 시기에

는 역류 자체 존재의 의미도 있지만 한 IHX를 통과하는 유량이 매우 작아진다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그림 43 원자로 정지 과도기시 액   유량의 변화

이와 같은 유동 방향  유량의 발생은 평행유로간의 자연 류 head 차이로 인한 것인데 이를 조

사한 결과가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그림에서 가는 곡선(sdgRVBan, sdgIHXpPath)이 두 유로의 

자연 류 head를 나타내고 있다. 반 으로는 두 유로의  값은 head의 크기  변화 양상에서 상호 유

사하다. 그러나 양자간의 상  크기에서는 기에는 IHX 유로가 약간 더 큰 값을 지니지만  환형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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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의 차 인 상승으로 인하여 27,800 경에는 상  크기가 바 어 환형공간의 head가 IHX 유로 

head보다 더 커지게 된다. 한 이 시기의 유량이 작아지므로 매우 근소한 head 차이로 인하여 식 1-6

으로 표시되는 역류 발생 조건[심윤섭, 2002]을 만족하게 되어 IHX 유로에 역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44 역류유동발생 시기의 평형유로 유량  자연 류 head의 변화

1<
Ha-Hb

Ca ṁ
2
t

                                        (1-6)

그림 44에서 head가 IHX  환형유로 모두 다 기에 상승하다가, 30,000  후에 격한 감소를 

하고 이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한 조사 결과 이 상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

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밝 졌다.

- 환형유로 : 기의 헤드증가는 주로 액 의 차 인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 27,800 경에는 고온조

의 소듐이 배 을 넘치고 이에 따라 고온조의 뜨거운 소듐이 환형유로로 흘러들게 됨에 따라 환형유로

의 소듐의 도가 그림 45에 보인바와 같이 격히 감소를 한다. 이의 감소정도는 액 의 상승에 의한 

head증가분을 상쇄하게 되어 결과 으로 환형유로의 자연 류 head는 그림 44에 보인 바와 같은 감소를 

하고 고온조의 소듐이 환형유로 바닥까지 흘러 도가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액 의 상승에 따라 그 

head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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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역류시기의 액   환형유로 평균 도의 변화 

- IHX유로 : 이 유로의 자연 류 head의 격한 감소  재 증가는 고온조 액 증가의 변화에서부

터 출발된다. 그림 45에 보인 바와 같이 고온조 액 는 기에 소듐의 온도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다

가 고온조 액 가 원자로 baffle을 넘치게 되는 액 가 되면 고온조 액 는 환형공간 액 가 원자로 

baffle 높이까지 상승할 때까지 일정액 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비해 IHX유로의 소듐 온도에는 이 과 

별다른 변화요인이 없기에 그림 46에 보인 바와 같이 계속 상승하여 도가 지속 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하여 고온조의 액 가 baffle 높이가 되기 까지인 27,800 경 이 에는 액  증가

분이 더 빨라 자연 류  head가 상승하지만 27,800 경 이후에는 액 상승이 정지함에 따라 head 변화

에는 도 감소분만 반 되어 속히 감소를 하게 된다. 이 이후 환형유로 액 가 baffle 높이가 되는 

34,800 경 이후에는 다시 액 의 증가  IHX역류로 인한 IHX의 온도 감소로 인한 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연 류 head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

그림 46 역류시기의 계통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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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가 발생하는 과도기시 계통에 미치는 향을 세 가지 , 즉 잔열제거량의 감소 여부, 온도변

화의 격성 여부, 노심냉각 해 여부의 에서 조사를 수행하 다.

◦잔열제거량에 한 향

이 시기의 잔열제거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는 환형유로의 류 열계수  환형유로 소듐의 

온도 변화이다. 먼  류 열계수를 보면, IHX에 역류가 발생하면 환형유로의 유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환형 유로내의 류 열계수가 증가하게 되어 역류는 잔열제거 능력에 정 이 된

다. 환형유로 소듐의 온도는 환형유로로 유입되는 소듐의 온도가 요한데 역류 발생으로 인하여 온

조의 차가운 소듐이 IHX를 역류하여 환형유로로 유입됨에 따라 환형유로의 온도가 내려가 잔열제거량

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LSYS를 통한 정량 인 분석결과, 역류발생시의 역류유량이 그림 44에 제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작은 양이기에 온조의 소듐에 의한 환형유로 소듐의 온도 감소는 극히 

미미하거나 실제 으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합 인 효과는, 역류발생은 잔열제거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실제로 

이 기간의 잔열제거량은 그림 47과 같이 변하는 것으로 분석 다. 이 그림에서 굵은 선  에 치한 

것이 잔열제거량을 나타내고 아래에 치한 것이 환형유로 액 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역류가 

발생되는 기간동안의 잔열제거량 증가정도는 역류발생이 과 거의 같은 데 이는 환형유로안의 유체인 

소듐의 열 도도가 매우 크기에 IHX 역류로 인한 환형유로 유량의 증가가 주는 효과가 실제로는 미미

하여 체 으로는 그 제거량이 효율 인 열면 의 변화, 즉 환형유로 액  변화에 비례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 은, IHX역류 발생이 잔열제거량에 악역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다.

그림 47 역류시기의 유량  잔열제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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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화의 격성 여부  

계통 주요인자의 온도변화가 그림 46에 제시되어 있는데, 역류발생 후에 계통인자의 온도들이 비

교  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가장 격한 것이 원자로 용기의 내벽온도인데 이 온도는 높

이 좌표 z=-4.12m 인 지 (환형유로바닥 =-11.925m, baffle 높이=-2.850m)의 온도이다. 이 온도의 평균 

변화율을 보면 (557.7-389.60C/(35,865-27,835)  ≈ 0.021C/  = 1.3C/분 = 75C/시간으로서 이는 

Operational Transient [심윤섭 외, 2002] 시의 온도변화정도[심윤섭 외, 2002 의 그림 4.2.4-1]에 해당되

는 크기이기에 구조물에 악 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  

◦노심냉각 해 여부

IHX 역류가 노심 냉각에 사용되는 loop 유량의 크기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기에 IHX 역류가 노심

냉각에 미치는 향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그림 4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노심 출구 온도는 baffle을 넘쳐 흐르는 새로운 유로의 형성으로 loop 유량이 더 많아져 온도

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IHX역류가 노심 냉각을 해시키는 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이와 같은 조

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PVCS 작동시의 IHX유로  환형유로의 병렬유로에서 IHX 유로의 역류 상은 역류자체에 한정시

키기보다는 이 시기의 유동측면의 반 인 인자의변화, 즉 baffle을 통과하는 새로운 유로의 형성 

 IHX 통과 유량의 유량화 등의 포 인 시각에서 이에 따른 상을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 IHX 역류시의 련 주요 인자의 거동 특성에 한 물리 인 이해를 하게 으며

- IHX 역류시  유량이 계통 성능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며,  원자로 내부구조 설계개념을 

IHX 역류 존재 때문에 바꾸어야 할 사항은 없다.

(2) 일차계통 자펌  성보완장치 성능요건 특성평가

자식 펌 를 사용하는 액체 속로에서는 자펌 의 구조상 기계  성이 없기에 펌  정지시의 

원자로 내부 냉각을 히 유지하기 하여 성보완장치가 사용된다. 그러나 지 까지의 계통설계에

서는 설계 개발의 특성이 계통의 개념설계이었기에 성보완 장치에 한 세부  특성이나 성능에 한 

요건  이의 구 성의 실성 정도에 한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 해외 노형에서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성보완장치의 성능을 설정하 었다. 그러나 개념설계가 완료된  시 에서는 개

념설계 개발단계에서 심층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보완 장치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여, 이의 성

능요건을 구체화하고 한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안 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계통설계 개발을 하여 필

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년도에는 성보완 장치의 성능특성이 계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보완장치의 성능요건 도출  문제 의 구체 인 인식, 그

리고 인식된 문제 의 해결 방안을 설정하 다.

(가) 련 상의 주요 특성

 성보완 장치 작동에 따른 계통의 기본 인 열유체  상의 특성은 크게 보아 지역 인 상과 

계통이 폐 loop이기에 갖게 되는 계통 체에 의한 특성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 인 상은 통

상 인 열유동 상과 같은 것으로서 온도의 과도효과, 발열, 벽면 도, 류 도, 유체 도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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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특성은 이러한 지역 인 특성의 경계 조건의 역할을 하며 계통 소자간의 연결, 주변과의 열조건 

등이 된다. 그리고 본 상 경우, 이러한 계통특성이 고유의 특성을 지니게 한다. 이러한 계통 특성  

요한 것 한가지가 계통의 유체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식 1-7로 표시되는, 유체가 계통을 일순환 

하는데 소요되는 계통 순환시간 역시 매우 크다는 이다. 

(1-7)

다음 그림은 분석 상인 KALIMER-150 경우 성보완장치가 작동되는 과도기시의 계통순환시간을 

유량변화와 함께 표시한 것으로서 순환시간이 기 227 에서 유량 감소에 따라 값이 10,000여 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 순환시간이 갖는 물리  의미는, 유체유동 내에 확산(diffusion) 효과가 무시할 정도로 

작고 유체가 일정속도 분포로 이동을 할 (흐를) 경우 계통내의 한 지 에서 발생된 변화가 계통 체에 

되는데 시간이 순환시간 만큼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심 출구 온도의 변화가 계통을 통하

여 노심입구까지 되는데, 100%정상상태 조건에서는 200여 , 그리고 그림 48의 경우와 같이 t=100

 조건이 될 경우는 거의 1,000 가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성보완장치가 작동되는 과도기 경우, 노

심온도 증가가 노심온도자체에 궤환(feedback)이 되는데는 통상 1,000여 가 걸리기에 노심출구온도 변

화의 노심온도 자체로의 궤환은 실 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장치 작동과도기 경우

만의 독특한 과도특성을 지니게 된다. 한 성보완 장치 작동이 종료되는 시  근처에서는 자연 류 

head 의 크기가 요해지는데, 이 head는 노심에서의 온도변화가 계통 내에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이하게 다른 과도특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속도 차이로 loop 형과 pool 간에 자연 류 냉

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48 KALIMER-150 경우의 계통 순환시간 변화의 

(나) 상의 수식  묘사

성보완 장치 성능이 건이 되는 과도기간 , 계통주요 온도들이 최 치가 되는 시기는 체 으

로 500～1500  정도가 되는데 이 시기의 온도는 붕괴열과 PHTS 자연 류 유량 크기 간의 상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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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결정된다. 자연 류유량에 필요한 자연 류 head의 생성정도는 PHTS내 유로의 온도 분포 특성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시 에 필요한 head는 정격운 시 필요한 head의 0.2% 정도의 작은 양이기에 

계통의 온도 분포의 정확한 묘사가 요하게 된다. 이에 비해 KALIMER와 같이 pool 형인 노형에서는 

열용량이 매우 큰 요소인 고온조와 온조가 PHTS  에 있고 계통 순환시간이 매우 길기에, 변화되는 

노심 출구 온도가 계통 내 온도분포에 미치는 향 묘사의 정확성이 본 분석 모형에서 매우 요한 요

소가 된다. 를 들어 계통 환시간이 해석기법의 오차로 인하여 매우 짧게 반 된다면 이는 평형상태 

는 평형상태가 실제와는 다르게 조기에 형성되어 실제로 형성되지 않은 자연 류 head가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유선방향 도 향

유선방향의 확산(diffusion)으로 인한 소듐 도에 의한 열량(Qcd)과 유체이동에 따른 류 열량

(Qvc)의 비를 비교하면 표 22와 같으며, 이 표에서 보면 유량이 정상유량의 1%가 되더라도 도 열량

은 류 열량의 3%정도에 불과한 크기가 되기에 이는 본 분석의 경우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22 유량과 도 열량과 류 열량의 비

유량조정 계수 mf,kg/ Q.cd/Qcv

1 2143.1 0.000266

0.1 214.31 0.002659

0.01 21.431 0.026594

- 산해석모형 기법

본 상의 해를 구하기 하여 차분화를 수행하여 산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화 

과정에서 필연 으로 두되는 것이 차분화 오차이다. 이러한 차분화 오차의 주 특성은 차분화에서 요

구되는 계산 cell 내의 함수 분포에 한 모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차분화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다음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분포를 이용하는 기법을 각각 개발하여 

이들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49가 이러한 평가 결과 의 하나로서 수직 축은 오차의 의미를, 

그리고 수평축은 용조건의 의미를 각각 지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용조건에 따라 오차의 상 인 

크기가 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  평가 작업을 통하여 순간혼합기법이 가장 한 분석기

법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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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0.1일때                나) a=0.9일때                                

그림 49 기법에 따른 과도상태 계산 최  오차

- 정 격자수

 계산에 사용될 정격자수를 한 조사 결과를 격자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민감성을 그림 50과 같

이 조사하여 그림의 경우 5의 배치인 총격자 개수가 1,760이 되는 배치를 정배치로 설정하 다.

그림 50 PHTS 계산 cell 개수  Δt 크기와 계산 결과의 변화 민감성

- 성보완 장치 성능모형

성보완장치 성능 모형으로는 참고문헌[김성오, 1999]에 제시되어 있는 head 곡선을 수식화하여 사

용하 다. 이 참고문헌의 자료는 성장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보정한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KALIMER 150에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사용된 수식형태는 다음 식 (1-8)과 같으며 참고문헌에서는 

분석이 400 까지 이루어졌었으나 여기서는 400 까지의 분석결과를 확장하여 사용하게 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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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요소  산 로그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성 보완장치 성능에 따른 계통 특성을 분석

하는 로그램인 AIDE를 개발하 으며 분석 상 계통구조는 그림 51과 같이 모형화 되었다. 기존의 

계통 과도해석 코드인 LSYS를 두고서 새롭게 AIDE를 개발한 이유는 본 해석의 경우는 뒤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계통구조의 변화  성보완 장치의 성능 모형식 변화등 다양한 계통 설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에 PHTS 이외의 계통인 IHTS나 SGS 계통 등이 여하지 않기에 NSSS 체

를 묘사하는 LSYS로 이를 해석하기에는, 해석 상 구조  모형의 변화를 반 하는데 불필요한 번거

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한 효율 인 분석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다.

그림 51 분석 로그램 AIDE에 묘사된 PHTS 계통 구조

(다) 분석결과

- 기  경우

작성된 AIDE를 이용하여 열모형에 사용된 모형계수, 즉 고온조와 격납공간간의 열계수, 고온조

내의 상부와 하부간의 열계수등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계수가 실 으로 변할 수 

있는 범 내에서 값의 변화가 계통 성능에 미치는 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 분

석과정을 통하여 KALIMER-150 경우에 한 기  분석 조건을 설정하 으며 그림 52는 이러한 

KALIMER-150의 기 경우에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과도기는 발 소에 사고가 발생하여 원

자로  펌 가 0 에 정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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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ead  유량과 붕괴열 변화        나) 온도  유량과 붕괴열 변화

그림 52 기 경우의 계통과도 특성

이 그림에서 각 곡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HnatNDn : PHTS의 자연 류 head,       HidNDn : 성보완장치로부터 공 되는 head

  HsdpN   : PHTS의 총 head,             xFrmpN : PHTS 유량(무차원)

  Qdec    : 붕괴열

  Tcore.e  : 노심출구온도,                 Thpu.e : 고온조 상부지역 온도,   

  Thpl.e   : 고온조 상부지역 츨구온도,     Tihxp.e : IHX의 PHTS측 출구 온도

  Tcxch.e  : 노심 상부유로 지역 출구온도,  Tcp.e : 온조 출구 온도                

이 그림에서 자연 류 head는 기에 음이 되었다가 차츰 그 음의 크기가 작아져 600  정도에서 

양으로 복귀하며 이내 차 증가하며 이에 비해 성보완 장치로부터의 head는 격한 감소를 계속하다

가 860여  정도에서는 감소된 head의 공 도 단된다. 이에 따라 총 head는 격한 감소를 하다가 

860  정도에야 감소세를 멈추고 약간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띄게 된다.  이로 인하여 유량 역시 격

한 감소를 하다 860  정도에 그 감소세를 멈추고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나 기의 감소폭이 워

낙 커 증가세가 계속되는 1,200까지에도 유량이 정상의 0.2% 이내이자 붕괴열의 정상노심출력 비 비

율치보다 작은 상태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노심출구 온도는 계속 으로 속한 온도 증가가 이루어지

다 1,030 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붕괴열의 감소에 따라 감소를 한다. 이러한 노심온도의 과다 상승은 

노심냉각에 충분한 자연 류 head가 형성되기 에 성보완장치로부터의 head 공 이 단되기 때문으

로 요약될 수 있다.  노심온도의 0  근처의 격한 감소는 노심정지에 따른 노심출력의 감소율이 유량

의 감소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심 출구온도의 과다상승과는 달리 고온조의 온도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이 특이한 사항

이다. 이는 PHTS 체 으로는, 사고후 잔열제거계통이 본격 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도 pool 형 PHTS

의 큰 열 성으로 계통에서 열발생율이 잔열제거율보다 크드라도 계통이 이 차이를 바로 흡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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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며 이는 bulk cooling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심출구 온도의 과

다 상승은 pool 온도와 같은 bulk cooling과는 달리 local cooling이 요한 상으로서 여기에서는 

PHTS pool의 큰 열 성이 노심입구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는 다른 기여를 할 수 없고  노

심을 통과하는 유량의 크기가 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기  경우에는 원자로  펌

 정지 사고 경우에 노심 출구온도가 제한온도를 훨씬 상회하는 문제 , 즉 PHTS 내의 local cooling

에 문제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장치 성능 변화에 따른 계통 과도 특성 변화

기 경우에 한 결과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고 과도기간 의 노심유량 확보가 노심 냉각능력

확보를 하여 요하고 이는 성보완 장치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바뀔 수 있기에, 성장치의 성능모

형을 달리 하여, 즉 서로 다르게 설계되는 성보완 장치 사용경우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성보완 

장치의 성능에 따른 향을 분석하 으며,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성장치 성능변화에 따른 최  노심출구 온도의 변화

이 표에서 요한 인자는 CIDe와 CIDhcut인데, 이들 인자는 성보완 장치 작동시 갖게 되는 마찰 

향을 성장치 성능식에서 보정하는 인자이다. 성보완장치의 력생산은 에 지 장장치인 

flywheel의 회 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속도가 감소하고 어느 일정속도 

이하가 되면 마찰에 의해서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는 보완장치로부터의 력생산이 0이 되게 된

다. 그러나 기 경우에 사용된 성보완 장치의 모형은 이러한 물리 인 특성에서 그 성능식이 유도된 

게 아니라 실험/분석에서 측된 특성을 이용하여 수식화한 것이기에 식 (1-8)에 보인바와 같이 e가 0

인 경우 시간 t가 아무리 증가를 하여도 그 값이 0이 되지 않고 미소한 양이 제공되는 비 실 인 면이 

있기에 CIDe와 CIDhcut가 이를 보완한다. CIDe는 식 (1-8)의 e에 해당되는 인자로 성능식을 일정량만

큼 아래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며, CIDhcut은 식 (1-8)의 e가 0일 경우에 수식에서 계산된 값이 어느 

일정 값 즉, CIDhcut 이하가 되면 이를 0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란의 T노심출구와 tTmax는 

각각 과도기간 에 도달한 노심출구의 최고온도와 이 최고온도가 발생한 시각을 나타낸다.

이 조사 결과에서 보면 성보완 장치 성능에 따라 노심출구온도가 크게 변하고 이에 따라 성보완

장치의 성능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조사 경우  경우2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모두 노심출구 

최고온도가 제한 온도 600 C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온도이다. 경우2는 CIDe와 CIDhcut의 값이 0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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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서 실험/분석 결과 자료를 이용한 수식을 보정없이 그 로 사용한 경우이며 시간이 지나도 비록 미

소한 양이기는 하지만 성보완장치에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실 으로는 이루

어질 수 없는 경우이기에 경우2의 결과는 문제 해결의 방향설정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실 인 결과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표 23의 결과는 KALIMER-150과 같은 설계구조에서는 노심냉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 성보완 장치 성능요건

앞에서 조사한 결과로부터 성보완장치의 성능이 한 노심냉각을 해서는 매우 요함이 밝

졌고 이러한 조사로부터 악된 노심냉각과 성보완장치 성능간의 특성으로부터 성보완 장치에 한 

이상 인 성능요건을 도출하 다. 즉 과도기  노심출구 온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1-9)

이 식에서 온조 온도는 앞의 결과 그림에서 보듯이 성보완장치 성능이 문제가 되는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일정한 값이 되므로 노심출구 온도가 제한치, T허옹.max이내가 되기 해서는 유량은 다음

과 같은 조건식을 만족시켜야 된다.

    (1-10)

이 식 우변의 T로 구성되는 분수식의 분자는 정격작동 의 값들이며, 분자의 T허용.max는 과도기

간 에 허용되는 최  온도로서 이는 제한치보다 낮은 온도가 된다. 즉 유량이  식과 같이 형성되도

록 성보완 장치로부터 head가 제공되면 노심출구온도는 제한치 이내로 들 수 있게 되며 식 (1-10)이 

성보완장치의 이상 인 성능요건이 된다.

(마) 문제  해결방향 설정

인식된 노심냉각에서의 문제의 근원 인 이유는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노심냉각에 충분한 자연

류 유동이 계통에 형성되기 에 성보완장치로부터의 출력이 정지된다는 이다. 이에 따라 이의 해

결방법으로서 두 가지 근 방법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즉 한 근 방법은 성보완장치의 출력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성보완장치로부터 출력이 정지되기 에 계통에 충분한 자연 류 

head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성보완 장치 설계 개선 방향

이 방법은 표 23에서 조사된바와 같이 성보완 장치의 출력  반부의 출력은 요하지 않고 후

반부의 출력이 요하며 이 시기의 출력은 미소한 양이나마 지속 으로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을 

구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기부하를 낮추면 동일한 크기의 flywheel에서 보다 긴 시간동안

의 출력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energy 보존식으로부터 정성 으로 알 수 있다. 성보완장치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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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마찰  부하특성으로부터 성장치의 실제 회 속도에 한 이론 인 개략식을 구하 으며, 

이로부터 기 부하의 감소가 성보완 장치로부터의 출력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53은 이러한 기부하 변동에 따른 회  속도변화를 분석한 결과로서, 그림에서 모형식1이 기

존의 수식이며 모형식2가 모형식1보다 기부하를 1/2로 을 경우의 회 속도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기부하를 1/2로 임으로써 성보완 장치의 회 시간이 966 에서 1,674 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

제 해결에 효율 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3 기부하 변화에 따른 성보완 장치의 회 속도변화

 - 계통설계 개선 방향

이는 성보완 장치로부터의 출력이 정지되기 에 계통에 충분한 자연 류 head를 형성시키는 방법

으로서 해결방향 기조는 다음과 같다.

   ∙자연 류형성 진

   ∙필요 자연 류 head 크기를 임 

이 두 가지는 물리 으로는 상호 독립 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는 것이나 조치면에서는 각각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다. 자연 류 형성 진 에서 계통을 보면, 그림 52에 보인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에는 

계통내에 상당한 크기의 양의 자연 류 head가 생성되어 있지만 사고 발생과 더불어 그 head가 격히 

감소하여 음이 된다. 이 게 head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KALIMER-150에 사용되

는 잔열제거 계통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즉 KALIMER-150의 잔열제거 계통은 사고시 원자로내의 소듐

팽창에 의해 피동 으로 이의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작동이 이루어지기 까

지는 PHTS로부터의 열제거가 극히 미약하고 한 열제거 경로가 불투명하여 PHTS내에 자연 류 형성

에 필요한 온 지역의 치가 모호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이다. 즉, 정상출력 운 시는 IHX로부터 

온조까지의 유로가 자연 류의 cold leg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온도 분포가 형성되나 사고가 나면 

IHX를 통한 냉각이 비안 등 이기에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IHX에서는 냉각이 이루어

지지 않아 고온조에서 유입되는 소듐이 채워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IHX 유로의 온도분포가 cold leg으

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없는 분포가 되기에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류 hea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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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감소를 하게 되고 고온의 소듐이 IHX 유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시 에서는 자연 류 

head가 오히려 음이 되어 계통의 유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향은 

사고 발생후 바로 작동하는 잔열제거원을 계통내에 두는 것이 된다. 한 계통의 유동 항을 이면 노

심냉각에 필요한 자연 류 head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기에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해결방향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나 요한 은 이러한 해결 근이 과연 정

량 으로 얼마나 실성이 있느냐이다. 이의 평가를 해서 정상상태의 계식을 이용하여, 계통설계 인

자가 변할 경우 노심출구온도가 제한치 이내로 드는 데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개략 으로 조사하 다. 

이 조사방법의 기본 개념은 식 (1-9)의 유도개념과 동일한 것으로서 PHTS의 높은 열 성으로 인하여 

노심 입구온도를 략 일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그림 52의 나) 참조) 한 이 식의 유량인자 역시 과도

효과가 미미하기에 이 식의 인자  단지 붕괴열 인자만 시간의 함수로 처리함으로써 복잡한 과도계산을 

하지 않고서도 노심출구 온도가 자연 류만에 의해 제한온도 이내가 될 수 있는 최소시각을 개략 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계통설계 인자 변경에 따른 효과 향을 조사한 결과가 표 24

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면, 경우1은 앞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IDE를 이용하여 과도효과를 완 히 고려

하여 분석한 경우인 AIDE의 기 경우에 한 분석경우로서 자연 류만에 의하여 노심출구 온도가 제한

치 이내가 되는 시각이 1,373로서 약 1,400 가 되어 AIDE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경우 8은 KALIMER-150과는 달리 사고발생과 더불어 바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능동형 잔열제거 계통을 

사용하는 Superphenix (SPX)에 한 개략 인 분석으로서 정자연 류 형성시각이 150여 로 나타나 

SPX경우에는 실 인 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는 사용된 개략 인 분석방법의 결과가 신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우2와 3은 경우1에서 단지 유동 항 모형의 계수만을 변화시킨 경우로서 이

들 값의 변화가 비록 문제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가 되지는 못하지만 정자연 류 형성시각을 1,400여

에서 1,000여   900 로 크게 여 유동 항 모형의 불확실성이 제법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경우 4는 KALIMER-150 PHTS의 유동 항  가장 큰 부분인 노심지역의 유동

항을 SPX 수  정도인 재의 67%로 을 경우로서 그 시각이 300여 로 크게 단축되어 계통 항

을 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매우 효율 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 경우 5는 SPX와 같이 잔열제

거가 사고발생과 더불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IHX를 통한 냉각이 이루진다. 이때의 IHX냉각용량

은 잔열제거계통의 통상 인 용량인 정격시 IHX용량의 0.4%정도에 해당되는 크기이다. 경우 6은 경우 

4와 5의 복합으로서 계통 항을 이고 IHX냉각을 함으로써 정자연 류 형성시각이 200여 가 되어 

매우 고무 인 결과가 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성보완 장치의 지속 인 head공 의 설계가 비 실 일 경우, PHTS

의 유동 항을 이고 펌  정지와 더불어 바로 냉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가 문제 해결에 효

율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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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조건에 따른 정 자연 류 형성 시  분석

(바) 과도기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방향의 평가

이상과 같은 개략 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확인된 방법들에 하여 AIDE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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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도기 분석을 수행하여 각 방법에 한 실제 인 효율성을 평가하 으며, 여기서는 표 인 경우

에 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 그림들은 성장치 설계개선 경우로서 성보완 장치에 의한 head가 장

치 성능요건식 (1-10)에 따라 제공되도록 그 출력이 제어되는 경우이며, 이들 그림에서의 인자의미는 그

림 54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면 노심출구 온도가 과도기간내내 600 C이하로서 제한 온도이내에 머물고 

있어 매우 정 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다.

     

                 가) head  유량 변화                           나) 온도변화   

그림 54 성장치 설계개선에 의한 해결방향시 계통인자 변화

◦과연 성보완 장치에 의해 과도유량을 장치성능 요건식 (1-10)과 같이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 분석 상 후기 경우는 계통유량 형성이 주로 성보완장치로부터의 head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유

량을 요건식 (1-10)과 같이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 으로는 있지만 사고 기에는 계통유량의 

성효과  유량제어계통의 작동에 의해 실제로 형성되는 유량은 요건식 (1-10) 보다 더 커지므로 요

건식이 실 으로 구 되기 힘들다. 기의 지나치게 큰 유량은 IHX 온도를 상승시켜 자연 류 head

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성보완 장치로부터의 head 제공 필요 시간이 이번 분석시 사용된 시간인 

1,000  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한다. 한 장치성능 요건식의 후반기 만족은 기본 으로는 가능성이 있

기는 하지만 실제 인 구  가능성에 해서는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다. 

◦과도유량이 요건식 (1-10)과 같이 형성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온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

고 이는 IHX 온도 상승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자연 류 head 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PSDRS(PVCS)가 본격 으로 가동을 하게 되는 시 까지 이러한 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참고로  

KALIMER-150의 PSDRS 작동시기는 ≈ 28,400 다(참고문헌 심윤섭, 2002의 그림5.2-4).

◦이와 같이 성보완 장치의 설계 개선에 의한 해결방법은 기본 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단

된다. 즉, 자연 류 head를 유지 할 수 있는 확실할 방법이 없다는 이며 이는 성보완 장치의 출력을 

원하는 로 장기간에 걸쳐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통 설계 개념의 기본 인 취약 이 되

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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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는 계통설계를 개선시킨 경우로서 표 24의 경우 5인 노내 냉각설비 가동과 유동 항을 감소

시킨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IHX 출구온도가 기에는 고온조 온도와 같다가 차츰 감소하여 온조 온도 

가까이 내려 감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원자로내의 IHX 유로를 실제로 cold leg 으로 만들어 주기에 

자연 류 head의 확보가 지속 으로 유지되어 제기된 문제 의 해결성을 정성 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자연 류  head가 기에는 음(-)가 되지만 성보완장치로 부터의 head 제공이 종료되는 시 인 

854  이내에 양(+)으로 복귀하여 성 head 제공시  이후에도 노심 냉각에 충분한 유량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head  유량 변화                       나) 온도변화   

그림 55 계통설계 개선에 의한 해결방향시 계통인자 변화

(사) 기존 피동잔열제거 개념 노형에서의 근원 인 문제

이상과 같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 은, 사고시 원자로내의 소듐팽창에 의해 피동 으로 작동

이 이루어지는 잔열 제거계통을 사용하는 설계에서는 잔열제거 계통의 본격 인 작동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비록 PHTS의 bulk cooling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노심 냉각이라는 local cooling에서는 한 

냉각능력이 확보가 안되거나 확보되는 데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다. 이는 사고 기에 공 되는 성

보완장치로부터의 head 공 이 노심냉각에 필요한 자연 류 head가 충분히 형성되기 에 종료되기 때

문인데 성보완장치의 크기는 실 인 한계가 있기에 성보완 장치로부터의 head 공 을 마냥 늘릴 

수 없고 따라서 문제 의 근원 인 이유는 계통의 구조가 사고 기에 자연 류 head 형성에 취약하다

는 이 된다. 

즉 앞의 항목인 ‘1)다)(2)(마) 문제 해결방향설정’에서 설명했듯이, 잔열제거 장치가 본격 으로 작동

하기 인 사고 기에는 PHTS로부터의 열제거가 극히 미약하며 한 열제거 경로가 불투명하여 

PHTS내에 자연 류 형성에 필요한 온 지역의 치가 모호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게 기본 인 요인

다. 정상시는 IHX로부터 온조까지의 유로가 자연 류의 cold leg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온도분포가 이

루어지나 사고가 나면 IHX를 통한 냉각이 비안 등 이기에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IHX

에는 고온조의 소듐이 채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IHX내의 온도가 고온조의 온도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정작 IHX 유로가 cold leg으로 작동을 해주어야 할 상황에서 IHX 유로는 오히려 hot leg으로 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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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자연 류 head 형성에 활용될 수 있는 높이 길이가 IHX 상단에서부터 노심입구까지의 cold 

leg 구간이 되지 않고 기본 으로 IHX 하단과 노심입구 사이의 높이 구간만이 되고 이로 인해 충분

한 자연 류 head양이 형성되기 곤란하게 된다. 그림 56은 KALIMER-150 경우의 PHTS 배치도로서 실

제 크기의 축소비로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IHX 높이구간이 자연 류 head 형성에 이용되

지 않고 단지 IHX하단부터 노심입구만이 이용될 경우 그 향이 매우 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작용에 따라 사고 기에 자연 류 head가 오히려 음이 되어 계통의 자연순환 유량이 충분히 형성되

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56 KALIMER-150의 원자로내 PHTS 기기의 수직배치도

참고로, 노심출구 유로지역(CXch)의 온도가 고온조의 온도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의 높이길이가 자연 류 head 형성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고온조의 온도와 

CXch 지역 온도가 유사해지고 한 IHX 역시 고온조 온도와 유사하게 될 것이므로 CXch 높이 길이 

활용은 과도기 인 효과에 불과하고 안정 인 자연 류 head 형성에 활용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

은 비단 분석 상인 KALIMER-150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KALIME-150의 잔열제거 계통

과 유사한 원리의 잔열제거 계통이 사용되는 PRISM  KALIMER-600에도 있게 되며 특히, 자펌  

신 기계식 펌 를 사용하는 KALIMER-600 경우에는 자펌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성보완장치가 

없어 펌  성의 제어의 폭이 넓지 못하기에 이러한 문제 에 한 고려는 더욱 요해진다.

   

(아) 개선된 잔열제거 장치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문제  해소를 한 실 인 방법은 계통 설계 개선을 통하여 사고발

생과 더불어 바로 잔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며 이를 SPX에서와 같이 능동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동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잔열제거의 피

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된 설계 개념을 개발하 다.

개발된 개념은 앞의 ‘1)가)(1)(나)③ RHRS‘ 항에서 설명된 KALIMER-600의 잔열제거 계통인 PDRC

의 DHX 설계를 개선시킨 개념으로 DHX와 IHX를 같은 공간에 설치하는 개념이다. 구체 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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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과 같이 원자로 고온조 지역 내에 원통형의 공간을 설정하고 이 공간의 심에 IHX를 배치하고 

IHX주변에 DHX 열 을 설치하며, 원통 상부와 하부는 개방하고 고온조와 IHX 통(shell)측 사이에는 

수개의 유동 유도 을 만들어 PHTS 소듐이 IHX내부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7 노심의 정냉각성 확보를 해 개선된 PDRC의 DHX 설계구조 개념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고시 펌  정지와 더불어 원통내부가 자온조의 소듐으로 자연 으로 채워지게 

되기에 IHX 내부의 고온의 소듐과 IHX 밖의 온의 소듐간에 IHX 벽면을 통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된

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IHX 내의 고온의 소듐에서 IHX 밖에 치하는 DHX 열 으로의 열방법은 

기존의 KALIMER-150의 SGACS(SG Auxiliarly Cooling System)의 열방법과 유사하지만 SGACS의 

공기 류보다는 훨씬 더 효율 인 소듐 류가 여기에서는 이용된다. 이 방법에 의한 열량이 불충분하

면 열강화 설계 개념으로 고온조에서 IHX내부로 유동 유도 의 외벽에 액  상승과 더불어 부력에 

의해 자동 으로 개방되는 밸 를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사고발생과 더불어 

펌 가 정지하면 유도 의 밸 가 자동 으로 열려 고온조에서 DHX로의 유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앞에서 설명한 IHX 벽면을 통한 열과 더불어 보다 더 효율 인 소듐과 DHX 열 간의 직 에 

의한 류 열 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에 훨씬 더 열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계 개선을 통해 사고발생과 더불어 피동 으로 잔열제거 작동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IHX 길이구간의 높이 부가 다 자연 류 head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에 자연 류 head가 진되

며 앞서 조사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 이런 개선된 개념은 비단 자 펌 를 사용하는 

노형인 KALIMER-150  GE사의 PRISM에서만이 아니라 기계식 펌 를 사용하는 노형인 

KALIMER-600에게도 용되어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 개념은 KALIMER의 기

존설계 개념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개념이자 KALIMER와 경쟁 설계개념인 GE사의 PRISM 설계 개념과 

비교하여 성능상에서 그 우 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단된다.  

라)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1) 자펌  맥동 상 주요 향인자 특성 분석  실험결과를 이용한 안정성 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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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속로의 주냉각재 펌 와 같은 용량 유도 자펌 에서는 국부 인 유도 류 도의 증가 

는 펌 의 양단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왜곡에 의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유동에 의해 액체 속유로의 원

주방향 압력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는 상을 래한다[Araseki et al, 2000], [Kirillov et al, 2003]. 이

와 같은 압력 맥동 상은 자펌 가 기계식펌 에 비해 갖는 장 (계통의 단순화, 소음/진동, 유량

조 의 용이성)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격한 성능 하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효율 이고 안정 인 펌 설계를 해서는 유동불안정 상을 방지 할 수 있는 설계

변수  펌  작동 역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차년도 과제기간에 수행된 반 인 MHD 유동 

불안정 상에 한 조사결과를 실제 펌  설계에 도입하여  유도 자펌 를 구성하는 설계 인자들과 유

동불안정 특성과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로부터 유동 안정화를 한 조건을 설정하 으며 설

정된 안정화 조건은 KALIMER-600 자펌 의 설계 기 으로 활용되었다.

(가) 자펌  유동 불안정

Gailities 등 은 자펌  내 유동불안정 상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펌 의 형상비와 함께 식 (1-11)

을 이론 으로 유도[Gailities, et al, 1975]하 으며,  러시아의 Sintez[Kirillrof et al, 2000] 에서는 식 

(1-11)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유동 불안정성의 결과로 LF(Low Frequency)압

력맥동  자기장의 불균일한 분포, 펌  진동과 같은 상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러한 유

동불안정을 피하기 해서는, 펌  공  주 수를 낮추어서, 펌 의  운 역에서 Rms 가 1 이하로 

유지하게 하거나, 는 유동불안정 상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펌  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주 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DSF(Double Supply Frequency)압력맥동

과  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 할뿐 아니라 펌  설계에 따라서는  Rms가 1 보다 커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랑의 CEA의 설계[ Rapin, 1989] 에서는 Rms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  액체

속 유로에 베 을 설치하여 맥동의 크기를 완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12 >= sRms

m

h

α
σµω

δ
δ

(1-11)

여기서, fπω 2= , τ
πα =
  로 정의되며, f, τ 는 공 주 수와 Pole 피치를 의미하며,  Rms, µσ , 는 각 

각 자기 이놀 수, 와 기 도도를 나타낸다. 한  hδ , mδ , s 는 각각 유체흐름 두께, 비자성체 두께  

slip 비를 나타낸다.

① LF 압력맥동

표 인 MHD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징후인 LF맥동은 Rms가 1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상으로, 유

체의 흐름에 따라 와류가 발생하여 격한 펌 의 성능 하를 래하기도 한다. 그림 58은 러시아의 

Sintez의 CLIP 5-850 모델에 한 원주방향의 유체 속도를 측정한 실험결과[Kirillov et al, 2000]로서, 

slip에 따라 속도분포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1-11)의 정의에 따라 s가 증가함

에  따라 Rms가 증가하게 되는데, CLIP 5-850에 있어서는 s=0.3 일 때 Rms 가 1이 된다. 따라서 s=0.3 

이상에서, s 값이 클수록(즉, Rms 가 클수록) 속도분포의 편차가 커지게  경우에 따라 흐름방향이 반

로 되는 경우(s=0.72)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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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Na Velocity Distribution along azimuth in CLIP 5-850

② DSF 압력맥동

DSF 압력맥동은 펌 의 공  주 수가 무 낮을 때 발생하는 상으로, 이러한 상은 자펌 의 

stator 끝에서 어떤 형태로든 발생하게 된 자기장의 그러짐에 의해 발생하며, LF 압력맥동과는 반 로

공 주 수, 극 수  slip 의 크기가 을수록 압력맥동의 진폭이 커진다. 그림 59는 일본CRIEPI의 

ALIP_A 자펌 에 한 실험결과[Araseki et al, 2000]로 여기에서 압력맥동은 펌 출구에서 두개의 

Piezo sensor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자기 압력으로 표 화하여 도시한 것이다. 펌 설계변수(f, s, 

pole)에 따른 압력맥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Rms 크기는 그림 60에 도시한 것 처럼 주 수가 10

과 20인 경우 모두 slip이 증가하더라도 MHD 유동안정화 요건(Rms < 1)을 충족하지만, 펌 에서는 

DSF 압력맥동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와 같은 DSF 압력맥동은 유한한 길이를 갖는 자펌 에

서는 피할 수 없는 상으로 단되며, 따라서 일본의 CRIEPI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발생원인인 stator 

끝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왜곡을 방지하거나 는 최소화하기 한 연구[Araseki et al, 2000]가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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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DSF Pressure Pulsation in ALIP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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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Magnetic Reynolds Number in ALIP_A

(나) 펌 설계변수와 자기 이놀즈 수

당해년도에 수행된 펌 맥동 상에 한 외국의 실험결과 분석을 통해 일반 인 MHD유동특성을 결

정하는 인자들(작동유체의 기  특성, 자기 이놀즈 수, 하트만 수, 유로형상, 등) 에서 실제 자펌

의 유동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압력맥동 상의 기 이 되는 것은 주어진 자장의 세기와 유도자장세기 

간의 비를 나타내는 자기 이놀즈 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펌 를 구성하는 각 설계인자가 펌

내 자기 이놀즈 수와 미치는 향 분석을 해 식 (1-11)을 펌 를 구성하는 설계 인자들을 이용하

여 다시 쓰면 식 (1-12)  식 (1-13)과 같다(그림61 참조). 여기서 m 은 상(phase)의 수, Nspp 는 각 

상과 극(pole)에 해당하는 슬롯(slot)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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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EM 펌  설계 인자

식 (1-12)  식 (1-13)의 구성 인자  hδ 는 펌 의 반경방향크기  펌 내에서 유속 요건에 의해 

결정되고, σ ,µ  는 작동 유체의 고유특성 값이기 때문에 설계방법  작동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s, f, 

Nspp 에 한하여 Rms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유도 자펌 내, 액체 속 속도와 자기장의 동기

(synchronous)속도의 비로 정의 되는 slip은 Rms의 값에 직  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로서 펌 의 효

율을 해 한 slip비의 선택이 필요하며, 기존 설계 경험으로부터 최  효율을 해서는 slip이 0.2～

0.4 정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62는 일본의 CRIEPI[Araseki et al, 2000]의 자펌 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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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에 미치는 slot 개수와 slip의 향을 도시한 것으로  Nspp=2 인 경우 권장 slip 역에서 안정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  주 수의 범 는 최  50Hz 정도임을 알 수 있다. Nspp를 2개에서 3개

로 증가시킨 경우 권장 slip 역에서 사용가능한 주 수는 최  20Hz로 제한을 받게 되는데 펌 용량

이 5m
3
/min 이상이 되면 펌 의 효율을 고려할 때 공 주 수가 50Hz 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Nspp

를 3개로 설정하고서는 안정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펌 를 설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펌

의 길이는 극(pole)수와 극간의 피치로 정의되는데, 극간의 피치,τ,는 식1-13)과 같이 상의 수(m) 와  배

치된 slot 수, Nspp,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용량에 따라 펌 의 외형크기 증가가 필요 할 때에는 가

 Nspp를 2개 이하로 설정하고 Rms에 향이 없는 극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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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펌 설계변수(f,Nspp)에 따른 Rms 변화

 한 작동유체의 고유특성인 기 도도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운 온도가 펌 에서의 Rms 값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그림 63은 러시아의 CLIP-5/850설계[Kirillov et al, 2003]에 해, 작동유

체의 온도와 Rms간의 상 계를 도시한 것으로, 작동유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Rms 값은 작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일반 인 액체 속로의 작동온도범 (300℃~500℃)에서 Rms 값은 약 40%의 비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s=0.3 일 경우는 400 ℃를 기 으로 유동 안정화 요건의 만족여부가 결

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펌 의 설치 치는 고온배 의 길이  설계제한 온도를 고려하여, 고온배

 보다는 온배 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자펌 를 액체 속로의 냉각재 순환펌 로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 으로 온도가 높은 역에 사용하는 것이 유동안정화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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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작동유체온도에 따른 Rms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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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당해년도에 수행된 자펌 에서의 맥동 특성  펌 설계인자와 유동안정화 조건과의 

상 성 분석결과, 유도 자펌 에서는 Rms > 1 인 경우 LF 맥동 상의 크기가  Rms가 커질수록 

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용량이 큰 자펌 에서 유동안정화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해서는 Nspp를 2

개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통의 고온 유체 순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정성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한 용량이 커짐에 따라 펌 의 길이가 증가가 필요할 때는  slot 수나 Teeth의 크기를 증가

시키기보다는 극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형 자펌 에서 유효 효율 역( 0.2 < slip < 0.4)에 

맞는 펌 를 설계하는 것은  필연 으로 낮은 주 수를 사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SF에 한 

한 완화 수단을 도입하여 맥동의 크기를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될 것으로 단된다.

 

(2) IHX 열유체 설계 최 화 방법론 개발

년도 연구과제에서 수행된 IHX의 shell측 구조물의 parameter study 작업결과를 이용하여, 주어진 

열면 조건에서 압력손실과 열량간의 IHX 최  설계방법론을 개발하 다.

(가) 열량  압력손실값의 다항식 개발

최 화방법으로 Lagrange multiplier기법을 사용하 는데 이 기법을 용하기 해서는 최 화 상

함수와 제한 조건식의 미분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인자의 변화 범 내에서 열량과 압력손실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재 IHX 설계용 성능해석 산체제인  ASTEEPL과 

2DHX를 사용하 다. ASTEEPL는 IHX의 압력손실  shell 측의 여러 흐름의 크기를 계산하며, 2DHX

는 ASTEEPL의 계산결과를 입력으로 IHX의 열량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는다. 아래 표는 각 인자의 

범 이다.

표 25  다항식 설계인자의 범

최소 최  설계값

Baffle개수 3 19 9

Baffle cut 비율 0.142 0.416 0.238

Baffle Flow Hole 직경 [m] 0.0022 0.011 0.0088

다항식은 각 설계인자 별로 최소, 최 값과  설계값을 포함한 3 군데 지 을 계산하므로 총 27 지

의 열량과 압력손실을 계산한다. 년도 parameter study 해석결과를 보면 각 인자의 변화에 따라 

열량과 압력손실의 변화는 거의 단조롭게 변하므로 다항식은 각 인자별로 2차항으로 표 한다. 식에

서 C는 Baffle Cut 비율, B는 Baffle 개수, F는 Flow Hole 직경을 나타낸다. 열량 다항식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Q=           (VC(1) + VC(2)*C+VC(3)*C**2)

            + (VC(4) + VC(5)*C+VC(6)*C**2)*B

            + (VC(7) + VC(8)*C+VC(9)*C**2)*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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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C(10) + VC(11)*C+VC(12)*C**2)*F

            + (VC(13) + VC(14)*C+VC(15)*C**2)*B*F

            + (VC(16) + VC(17)*C+VC(18)*C**2)*B**2*F

            + (VC(19) + VC(20)*C+VC(21)*C**2)*F**2

            + (VC(22) + VC(23)*C+VC(24)*C**2)*B*F**2

            + (VC(25) + VC(26)*C+VC(27)*C**2)*B**2*F**2

식의 계수는 다음과 같다. 식의 계수는 총 27 지 의 설계인자와 열량을 입하면 총 27개의 연립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수 27개의 계수를 정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반복계산법 

Newton-Raphson 기법을 이용하여 구하 다. 압력손실 다항식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           (vP(1) + vP(2)*C+vP(3)*C**2)

            + (vP(4) + vP(5)*C+vP(6)*C**2)*B

            + (vP(7) + vP(8)*C+vP(9)*C**2)*B**2

            + (vP(10) + vP(11)*C+vP(12)*C**2)*F

            + (vP(13) + vP(14)*C+vP(15)*C**2)*B*F

            + (vP(16) + vP(17)*C+vP(18)*C**2)*B**2*F

            + (vP(19) + vP(20)*C+vP(21)*C**2)*F**2

            + (vP(22) + vP(23)*C+vP(24)*C**2)*B*F**2

            + (vP(25) + vP(26)*C+vP(27)*C**2)*B**2*F**2

식의 계수는 앞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결과의 다항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계수결

정에 입력자료로 사용한 설계인자값으로 열량과 압력손실값을 계산한 결과, 계산값과 입력값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 다. 따라서 개발된 다항식은 최 화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LAGRANGE MULTILIER최 화 기법을 용한 해석결과

이 보고서에서 최 화 상은 열량 Q를 최 로 하고, 제한조건식은 압력손실을 재 설계값(24.77 

KPa)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벡터량의 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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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때의 제한조건식은 압력손실 P= 24.77 이며, 4개의 식으로부터 C, B, F, Lambda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C    =   0.72616,  B    =   0.31116,  F    =   0.00411,  Lambda =  0.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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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배  Cut 비율의 설계범  0.142 - 0.416을 벗어나 있다. 따라서 배  Cut 비율은 설계

범  0.416보다 작아야 한다는 제한조건식을 추가하여 해를 구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C    =   0.41600,  B    =   14.52694,  F    =   0.00910,  Lambda1 =  0.04478,  Lambda2 =  2.42295

결과에서 배 의 개수 B는 정수형태이어야 하므로 개수가 14 는 15일 때 열량과 압력손실을 구

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압력손실을 동일하게 유지할 때  설계 의 열량은 102.12 MW 이므로 최

 설계 의 열량은 약 1.5% 증가하 다. 그림 64  그림 65는 배  Cut비율을 0.416로 고정했을 때 

열량과 압력손실 곡면이다.

표 26 최 해석결과

배  개수 열량 [MW] 압력손실 [KPa]

14 103.62 23.87

15 103.7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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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열량 곡면 (배  Cut비율 :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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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최 을 찾아가는 기법은 본 연구에서 용된 IHX 설계조건에 그 용성이 한정되지 않

기에 다른 IHX 설계조건에도 용할 수 있는 일반성을 지니고 있기에 액체 속로 IHX 최 화설계에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가)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해석 체제 개선

(1) 개선된 해석체제의 평가  보완

본 연구의 목 은 액체 속로 열유동해석을 히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난류모델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액체 속로 상부구조물에서의 유동, 즉 PSDRS, 열성층유동  thermal striping 유동 

등은 잘 알려진 ε−k  난류모델로는 히 해석되지 않음이 기존의 문헌들에 보고되어 있다. 액체 속

로 상부구조물에서의 열유동 상을 히 해석하기 한 난류모델을 평가하기 하여 지 까지 개발

된 난류모델  한 난류모델을 선정하여 실험결과가 있는 문제에 용하여 그 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 속로 계통설계에 필요한 PSDRS, 열성층유동  thermal striping 유동해석에 

한 난류모델을 선정하기 하여 당해년도에는 자연 류  열성층문제에 용하여 기존의 난류모델

들을 평가하 다. 년도에 자연 류 문제에 한 부분 인 해석을 수행하 으나 올해에는 low 

Reynolds number Reynolds stress model 같은 고난도 모델을 도입하여 총체 인 난류모델을 평가하

다. Thermal striping 상에 한 난류모델의 평가는 차기연도에 소듐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 인 

thermal striping 실험자료가 확보되면 수행할 정이다. 

① 평가 상 난류모델의 선정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난류모델 선정의 기 은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문헌상에서 그 성

능이 입증된 4가지 난류모델을 평가하 다. 본 연구의 해석 상인 자연 류 문제와 열성층 문제는 기존

의 벽면함수법의 용이 타당하지 못하여, 벽면까지 계산이 가능한  이놀즈 수 난류모델(low 

Reynolds number turbulence model)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Chen과 Patel [1988]이 

개발하여 재 리 통용되고 있는 two-layer ε−k  난류모델, Wilcox [1998]가 개발한 ϖ−k  난류모델, 

재 많은 사람들의 심을 모으고 있는 Durbin [1995]이 개발한 fvv −  난류모델  Peteers와 Henkes 

[1992]가 개발한 고난도의  이놀즈 수 미분 응력  열유속 난류모델 (low Reynolds number 

differential stress and flux turbulent model)을 평가 상 난류모델로 선정하 다.  이놀즈 수 미분 

응력  열유속 난류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유동해석 시 난류열유속에 한 모델이 필요하

다. 이들 경우에는 Kenjeres[1998]가 개발하여 정확성이 입증된 수열유속모델 (Algebraic Heat Flux 

Model : AFM)을 사용하 다. 이들 평가 상 난류모델에 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최석기, 2003]에 

수록되어 있다.

② 자연 류 문제

 자연 류 문제에 한 정확한 해석은 사고 시 액체 속로 PSDRS 성능해석  원자로 내부 온도 

해석 등에 필요한 열 달계수 설정에 매우 요하다. 지 까지 액체 속로 PSDRS에 설계 시 사용되는 

자연 류 상에 한 열 달계수의 실험자료는 매우 제한 이고, 기하학 조건이나 유동형태가 다르면 

열 달계수의 설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  자료가 정확한 유동에 용하여 난류모델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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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그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액체 속로 PSDRS의 해석에 용하면 비교  정확한 열유동 설계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난류 자연 류 유동은 실험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재까지 난류모델을 평가

하기 한 정확한 실험자료가 거의 희박한 편인데 난류자연 류 유동에 한 난류모델을 평가할 수 있

는 정확도의 실험자료는 King [1989]과 Ampopo와 Karayinnis [2003] 등이다. King [1989]의 실험은 

년도에 계산을 수행하 으며, 당해년도에는 Ampopo와 Karayinnis [2003]의 실험에 한 난류모델 평가

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해석한 자연 류문제는 높이와 폭의 비가 1:1인 정사각형 공동( cavity)에서의 자연 류 

문제이다. 정사각형 공동의 높이 mH 75.0= 이고 폭 mL 75.0= 이다. 왼쪽 벽은 고온 벽이고 오른쪽 벽은 

온 벽이며, 고온 벽과 온 벽의 온도차는 40K이다. 쪽 벽과 아래쪽 벽은 열 달이 있는 벽이며 이

들 벽에서의 경계조건은 실험결과를 사용하여 정의하 다. 정사각형 높이를 기 으로 한 Rayleigh 수는 

91058.1 ×=Ra  이고, Prandtl수는 71.0Pr = 이다. 실험데이터는 Ampofo와 Karayinnis [2003]에 수록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의 문제를 122×122 격자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유동형태, 온도분포. 속도

분포, 난류에 지, 난류 열유속, 난류 온도요동, 국부 Nusselt 수  국부 벽 단응력에 한 상세한 비

교를 수행하 다. 이들에 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최석기, 200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이들  공학 으로 요한 몇 가지 변수에 한 간략한 설명만 하도록 한다.

그림 66 고온 벽에서의 국부 Nusselt 수 분포도

그림 67 바닥 벽에서의 국부 Nusselt 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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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과 그림 67는 바닥 벽  고온 벽에서의 국부 인 Nusselt 수의 계산된 결과와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 그림에서 SMC-PH는  이놀즈 수 미분 응력  열유속 난류모델

을 의미한다. 고온 벽에서는 ω−k 모델이 국부 인 Nusselt 수를 비교  정확하게 측하나, 고온벽 하

부에서는 과다하게 측하며, SMC-PH 모델과  fvv − 모델은 약간 과도하게, two-layer 모델은 야간 과

소하게 측함을 볼 수 있다. 바닥 벽면에서는 SMC-PH 모델이 가장 정확하게 측하며, 다른 모델들

은 고온 벽 근처에서는 야간 게, 온 벽 근처에서는 약간 과도하게 측함을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SMC-PH 모델이 가장 정확하게 국부 인 Nusselt 수를 측함을 찰할 수 있다.

 

그림 68 y/H=0.5에서의 수직방향 속도 분포도

그림 69 y/H=0.5에서의 수직방향 속도요동 분포도

그림 68과 그림 69는 수직방향 심부(y/H=0.5)에서의 수직방향 속도  속도요동 분포를 실험치와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8에서 SMC-PH모델과 fvv − 모델에 의하여 계산된 수직방향 속도성

분의 계산결과는 실험치와 잘 일치하고 같은 경향을 보인 반면, two-layer 모델과 ω−k  모델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는 층류인 것과 같은(laminar-like) 해를 산출함을 찰할 수 있다. Two-layer 모델이 층류

와 같은 경향을 보인 것은 벽면 근처에서 난류 성도가 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제 류의 경

우에 합하도록 만들어진 two-layer 모델의 길이척도들을 자연 류 맞게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MC-PH 모델이 수직방향 속도요동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함을 보

여주고 있다. fvv − 모델과 ω−k 모델은 수직방향 속도 요동을 과소하게 측하며, two-layer 모델에 의

하여 계산된 난류변수들은 실험치와 많이 벗어남을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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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x/L=0.5에서의 온도 분포도

그림 71 y/H=0.5에서의 온도요동 분포도

그림 70은 수평방향 심부(x/H=0.5)에서 수직방향으로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ω−k 모델과 

fvv − 모델이 비교  정확하게 측하며, SMC-PH 모델은 바닥 벽의 근처에서는 약간 과소하게 측하

고, 쪽 벽면 근처에서는 야간 과도하게 측하고, two-layer 모델은  바닥 벽의 근처에서는 약간 과도

하게 측하고, 쪽 벽면 근처에서는 야간 과소하게 측함을 찰할 수 있다. 그림 71에서 ω−k  모델

과 SMC-PH 모델이 온도요동을 비교  정확하게 측하며, fvv − 과 two-layer 모델은 과도하게 측함

을 찰할 수 있다. 의 계산결과들을 종합하여보면 SMC-PH모델이 거의 모든 변수들을 가장 정확하

게 측하며, 그 다음으로 fvv − 모델이 정확하게 측하며, ω−k 모델과 two-layer 모델은 부정확한 해를 

산출함을 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SDRS해석이나 다른 액체 속로 련 자연 류 해석시 난류

모델의 설정에 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③ 액체 속로 상부 열성층 문제

액체 속로 상부 고온 풀 (pool)에서의 열유동 상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액체 속로 안 성과 

고체구조물의 구조  건 성 확보에 매우 요하다. 원자로가 정지 (scram)되면 원자로 power는 격하

게 감소하고, 냉각재의 유속 (flow rate)도 감소하게 된다. 원자로 power가 감소하는 속도가 냉각재 유

속이 감소하는 것 보다 빠르기 때문에 노심 출구온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격히 감소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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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으로부터 나오는 온의 냉각재는 고온 풀에 속 (low velocity)으로 유입된다. 고온 풀에 유입되는 

온의 냉각재는 본래 풀에 있는 고온의 냉각재 보다 도가 크기 때문에 상부 고온 풀의 하부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부분의 상부 풀의 냉각재는 고온인 상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 열 으로 성층인 

상을 유발하게되고, 원자로 상부 풀에 존재하는 고체구조물 즉 UIS  원자로 vessel에 축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의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를 형성하고 열 응력 (thermal stress)을 유발하여 구조

 건 성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원자로 상부 풀에서의 열성층 상을 악하고, 측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는 액체 속로 설계에 매우 요하다. 원자력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실험  연구와 해석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의 해석 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수치

해석상 류항처리법과 난류모델의 한 선택이 열성층 상의 정확한 측에 요한 인자임을 보

다. 그러나 일본 JNC의 연구는 난류모델의 종류의 선택에 매우 제한 인( ε−k 모델과 수응력  열유

속모델) 연구를 수행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재 가장 리 사용되는 4가지 종류의 난류모델을 평가하는 데, 년도에는 존하는 류항처리법들

에 한 평가를 완료하 으며, 당해연도에는 열성층 해석에 한 난류모델을 평가하 다.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액체 속로 련 열성층 상에 한 실험  연구가 무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일

본 JNC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실험들 에 하나를 선택하여 해석하 다. 본 연구의 해석 상인 실험의 

략 인 모형은 그림 72에 도식화되어 있다. 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 으며, 입구온도는 10  동안 

29.9℃에서 8.3℃로 변하며, 입구유속은 1.99ℓ/sec이다. 입구 원통 의 직경을 기 으로한 이놀즈 수 

Re=12,300이고 Richardson 수 Ri=2.0이다. 그림 73은 실험  계산 시 온도 monitoring points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72 일본 JNC DFBR 물모의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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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온도 monitoring 지 들

그림 74(a) 지 -2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그림 74(b) 지 -7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그림 74(a)  (b)에서 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의 시간  변화는 모든 난류모델 간의 측결

과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수열유속 모델이나 미분열유속 방법을 사용하여 난류 열유

속을 히 모사하 기 때문이다. 측결과는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나 모든 난류모델들이 온도의 요동 

(temperature fluctuation) 상을 히 모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열성층 상 해석 시 시간

평균의 방법을 사용하는 난류모델 보다 난류에 의한 요동 상을 히 모사하는 LES의 방법의 사용이 

권장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5은 202  후 고온 풀에서의 등온선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모델

들에 의한 계산결과는 실험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찰할 수 있다. 다만 SMC-PH 모델이 two-layer

모델이나 k-omega 모델보다 열성층 경계면 (interface)에서 실험결과에서 찰되는 격한 온도구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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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측함을 찰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열성층해석 시 수열

유속 모델이나 미분열유속 방법을 사용하면 각 난류모델간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측에는 큰 차이

는 없으나, SMC-PH 모델이 열성층 경계면에서의 격한 온도구배를 좀더 정확하게 모사하고, 온도의 

요동 상은 난류모델로는 히 해석하지 못하고 LES 방법의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 T=202 에서의 등온선 분포

      

(b) Two-Layer Model

   

(c) K-Omega Model

          

(d) SMC-PH Model

그림 75 고온 풀에서의 등온선의 분포

나)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산코드 개선

기 수행 연구단계를 통해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계통과도 특성 분석용으로 개발된 SELPSTA 

코드[어재 , 2002]의 열 측 물/증기 출 입력 모형  수소생성 모형을 개선하여 실성 있는 계통

과도 해석을 가능하게 하 으며, 본 연구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보완된 SELPSTA 코드의 과도기 계통 

압력방출 특성 해석 기능 개선을 하여 계통 설계인자 변화에 의한 계통 열 (rupture disk) 열 이

후의 압력방출 상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소듐 배출탱크(sodium dump tank ; SDT) 해석모형을 개선

하고, 기존의 SDT 단순 해석모형과의 비교를 수행하여 개선된 해석모형의 성을 평가하여 계획된 

업무를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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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증기발생기의 열  물/증기 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사고가 발생시의 계통 설계인자

의 변화가 압력 방출과 련된 계통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증기발생기 상단의 cover 

gas 역의 체 변화  열  열 설정압력 변화, 소듐방출탱크 (sodium dump tank ; SDT) 기체공

간 체  변화 등에 한 설계인자 변화 향  이에 따른 계통의 반 인 압력거동 특성을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토 로 압력방출 상과 련된 계통 거동에 향을 미치는 SELPSTA 코드의 해석

모형을 개선하 다.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정상상태 계통 설계인자 향 특성 분석에 가장 지배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SELPSTA 코드의 해석모형으로는 소듐 배출탱크 (sodium dump 

tank ; SDT) 해석모형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단계에서는 압력방출계통 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결과

를 토 로 SELPSTA 코드의 SDT 해석 모형 개선을 수행하여 SELPSTA 코드 자체의 기능상의 용

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KALIMER-600에 한 소듐배출탱크(SDT)를 포함하는 소듐-물 반응사고 압력

방출계통 (SWRPRS) 설계를 한 방법론을 확립하 다.

(1) 압력방출계통 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기능 보완

(가) 압력방출계통 설계 특성 분석

소듐-물 반응사고 정상상태에서는 반응 기의 격한 압력   상이 소멸되고 소듐과 물의 

지속 인 화학 반응에 의해 계통 압력과도를 유발하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반응 기와 

비교하여 비교  완만한 압력 과도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격한 압력 에 의한 

계통 기기의 손상 여부와는 별도로 압력 완화계통의 거동 특성을 악하여 궁극 으로는 계통의 압력 

방출을 포함하는 소듐-물 반응사고 처계통의 설계에 주안 이 맞추어 진다. 이에 따라, SELPSTA 코

드[어재 , 2002]를 이용한 정상상태 계통 압력과도 해석은 열  열 이후의 압력방출계통 과도

상 분석을 포함하며, 계통 압력의 완충 용을 하는 cover gas 체   열  열 설정압력, 그리고 

소듐 배출탱크(sodium drain tank ; SDT) 자유 기체공간 체 (free gas volume) 등의 계통 설계인자 변

화에 의한 정상상태 계통 과도 압력거동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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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기 cover gas 체 에 따른 열  열시간 변화

그림 76은 열  열 설정압력 변화에 하여 기 cover gas 체 변화에 의한 정상상태 열  

열시 을 정량 으로 분석하여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열  열 설정압력이 작을 경우

에는 기 cover gas 역의 체 변화에 의해 소듐-물 반응시의 계통 압력방출과 련된 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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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에 따른 계통 과도 특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열  열 설정압력이 증가할수록 계

통 설계인자 향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속 인 반응에 의해 계통 압력과도를 유발

시키는 수소 기체의 발생이 꾸 히 증가하기 때문에 계통의 가 른 압력 상승에 의해 열  열 시간

이 cover gas 역의 체 변화에 상 으로 민감하게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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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기 cover gas 체 에 따른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격리시간 변화

그림 77은 기 cover gas 체 변화에 의한 정상상태에서의 열  열 이후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이 소듐 배출탱크(SDT)로 제거되어 소듐 격리에 의한 반응요인 제거로 인해 소듐-물 반응사고가 

완 히 종료되는 시 을 열  열 설정압력 별로 분석하여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열

의 열 설정압력이 작을수록, 그리고 증기발생기 상단의 cover gas 체 이 작을수록 열 의 열

시 이 빨라지므로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격리시간 역시 앞당겨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열  열 

설정압력이 1.0MPa에서 2.5MPa까지 변화하고, 한 기 cover gas 체 이 4m3에서 14m3까지 변화하

는 상당히 범 한 해석 상 설계인자 역에 해서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격리시간은 설계 기  

값을 기 으로 약 2% 이내의 변화만을 나타내므로,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증기발생기 shell측 소

듐 격리시간은 cover gas 체  는 열  열 설정압력 등의 계통 설계인자 변화에 거의 향을 받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통 설계인자 향 특성은 압력방출계통 설계시 설계 참고자

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나) 소듐배출탱크 해석모형 보완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증기발생기를 포함하는 간열 달계통(IHTS)은 반응 역으로부터 발생

하는 다량의 수소기체  격한 반응열 발생에 의해 과압되고, 계통의 압력이 계통 압력개방 설정압력

에 도달하면 증기발생기 하단에 설치된 열 (rupture disk)이 열되면서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이 

증기발생기 하단과 연결된 소듐배출탱크(SDT) 내부로 방출되어 반응요인 차단에 의해 소듐-물 반응사

고가 종료된다. 이 때,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방출의 주요 구동력은 과압된 계통 압력과 소듐 배출탱

크(SDT)의 압력차  증기발생기 하단과 소듐 배출탱크(SDT)를 연결하는 배 에서의 압력손실의 함수

로 주어진다. 따라서,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반응요인 차단을 해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을 소듐배

출탱크(SDT)로 방출시키기는 SWR시의 압력방출 상 분석을 해서는 계통의 에 지 변화와 소듐 배

출탱크(SDT)의 기하형상을 반 하는 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계통 해석을 해 기 개발된 바 있는 SELPSTA 코드의 기존 소듐배출탱크(SDT) 



- 109 -

단순 해석모형을 열 (rupture disk) 열 이후의 소듐 배출 상을 보다 히 모사하기 해 그림 

78과 같이 개선하고, 기존 해석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을 용한 

SELPSTA 코드의 계통 압력방출계통 해석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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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SDT 해석모형 개선을 한 SELPSTA 코드 계산 흐름도

① SELPSTA 코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 개선

KALIMER 증기발생기 열 의 규모 물/증기 출사고 발생시 증기발생기 shell측으로부터 방출

되는 고온 소듐  소듐-물 반응 생성물을 수용하는 소듐 배출탱크(SDT)는 배 을 통해 증기발생기 하

단과 연결되며, 증기발생기를 포함하는 간열 달계통(IHTS) 내부의 소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의 체 이 요구된다. 특히,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기체를 포함하는 반응 

생성물의 유입에 의해 탱크 내부압력 증가  수소기체의 국부 인 농도 증가에 의한 폭발 방지를 해 

소듐배출탱크(SDT)와 연결된 수직 배 에 압 열 (low‐pressure rupture disk)을 설치하고, 탱크 

압력증가시 이를 열시켜 탱크 내부의 압력을 기로 방출시킨다[한도희 외, 2002]. 이 때 수소기체와 

같은 기체 반응 생성물과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그리고 소듐 slug와 같은 고체 반응 생성물의 효과

인 분리  방출을 해 수직 배 에 반응 생성물 분리기(SWR product separator)  수소 화기 

(hydrogen flare tip) 등을 설치한다[GE, 1986].

계통 열 (rupture disk) 열 이후 증기발생기 shell측으로 부터의 격한 고온 소듐 유입시 열충

격 완화를 해 소듐배출탱크 (SDT) 하부에는 0.5m 깊이로 200oC의 온 소듐이 채워져 있으며, 이 

온 소듐으로 인해 탱크 내부의 소듐  기체 온도가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탱크 내부 온 풀 소듐

의 체   질량 등을 계산하여 계산에 반 시킬 필요가 있다. 소듐배출탱크(SDT) 내부의 온 소듐 체

은 수평 원통형 구조의 하부에 형성되며, 구체 인 크기 자료는 참고문헌 [GE, 1986][김연식, 1999]를 

참조하여 그림 79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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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소듐배출탱크(SDT) 기하형상  외형크기

SDT 내부 소듐의 과도 온도변화는 증기발생기 shell측으로부터 유입된 고온 소듐과 탱크 내부의 

온 소듐이 혼합된 탱크 내부 소듐의 평균 도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물론 탱크 내부의 소듐 온도는 증

기발생기 shell측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온 소듐에 의해 탱크내부에서 국부 인 온도구배를 가질 수 있으

나, SELPSTA 코드에서 사용하는 소듐배출탱크 해석모형의 단순화를 해 다음과 같이 탱크 내부 소듐

온도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소듐배출탱크 내부 cover gas의 온도  압력거동을 나

타내는 식 (2-1)로 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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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SELPSTA 코드 해석모형에는 소듐배출탱크의 압력 상한치가 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소기체를 포함하는 반응 생성물 유입시 소듐배출탱크에서의 국부 인 수소 농도 증가로 인한 폭발 가

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림 80과 같이 소듐배출탱크(SDT) 내부기체의 방출배 에 압 열 을 추

가로 설치하여 탱크 내부 압력 증가시 이를 열시켜 탱크 내부를 감압시킬 필요가 있다[심윤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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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소듐배출탱크(SDT) 압력 조  계통도

압 열 (low-pressure rupture disk)의 열 설정압력은 증기발생기와 소듐배출탱크 (SDT)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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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배 에 설치되어 증기발생기  간열 달계통 (IHTS)의 압력 완화를 담당하는 계통의 열  

설정압력인 1.5MPa[한도희 외, 2002]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0.25MPa 정도이지만, 정상운  의 소듐

배출탱크 압력인 0.1MPa보다는 높은 값으로 설정하여 수소기체 유입에 의한 탱크 내부압력 상승시에 

히 열되도록 설정되어 있다[심윤섭, 2002]. 이러한 설계를 SELPSTA 코드 소듐배출탱크(SDT) 해

석모형에는 식 (2-2)와 같이 모형화하 다.

  ⎪
⎩

⎪
⎨

⎧

>

<
=

LPRDSDTgenv

LPRDSDTgSDTg

SDTg

PPforP

PPfortP
tP

,

,,

,

)(
)(

   (2-2)

식에서, SDTgP , 와 envP 는 각각 소듐배출탱크 압력과 기압을 의미하며, LPRDP 는 소듐배출탱크(SDT)의 

압 열  열 설정압력을 의미한다.

②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 개선 결과 비교

본 에서는 개선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이 SWR 발생시의 계통 압력방출 상 해석에 미

치는 향을 기존의 해석모형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소듐배출탱크 해석모형의 성을 평가하

다. 그림 81은 개선된 소듐배출탱크(SDT) 내부 압력변화에 의해 증기발생기 상부 cover gas 역의 

압력으로 표되는 과도기 계통 압력변화 경향을 기존의 SDT 해석모형에 의한 계산결과와 직  비교하

여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SELPSTA 코드의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은 이론  

추측과 동일하게 계통 열 (rupture disk) 열시  이   열 직후에서는 기존의 모형과 비교할 

때 계통의 압력거동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계통의 압력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시

부터 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림 81 SWR /후반기 계통 과도압력 변화 비교

즉, 개선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에 의해 계산된 탱크 내부의 압력분포는 고온소듐 유입에 의

한 향을 탱크 내부 압력계산에 반 함에 따라 기존의 해석모형에 비해 소듐배출탱크(SDT) 내부의 압

력이 높게 증가하면서 계통 체의 압력 방출이 둔화되어 열 측 격리(tube‐side isolation)에 의해 

물/증기 출이 완 히 차단되는 약 90 경[어재 , 2002][한도희 외, 2002]에는 기존 해석모형에 비해 

약 25% 이상 높은 압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인 탱크 내부압력 증가에 의해 추가 인 계통 압력방출이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계통이 정상운  압력인 0.1MPa에 비해 높은 압력인 약 3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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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속 으로 유지됨에 따라 기계 인 구조 건 성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SELPSTA 코

드의 사용자 입력을 활용하여 소듐배출탱크(SDT) chimney와 연결된 압 열  열 선택 option을 

용하고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82와 그림 83은 그림 81의 분석과 동일한 조건에 하여 소듐배출탱

크(SDT) 압 열 을 설치한 경우( 열설정 압력 : 0.25MPa [심윤섭, 2002])에 한 탱크 내부  계

통 압력변화 경향을 기존의 해석모형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82과 같이 소듐배출탱크(SDT) 내부의 압

력은 기존 해석모형에 비해 격히 증가하면서 약 200  경과시 부터는 소듐배출탱크(SDT) 압 

열  열 설정 압력인 0.25MPa를 넘어서게 되며, SELPSTA 코드의 압 열선택 옵션을 사용한 경

우, 압 열  열과 동시에 식 (2-2)에 의해 기압으로 격한 압력감소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82 SDT 압 열  설치시의 탱크내부 압력변화 비교

그림 83 SDT 압 열  설치시의 계통 압력변화 비교

한, 이에 상응하여 그림 83의 계통 압력변화 역시 소듐배출탱크 (SDT)의 압 열  열과 동시

에 격한 압력방출이 이루어지면서, SWR 발생 후 약 600  경과시 부터는 간열 달계통(IHTS)의 

정상운  압력까지 압력 감소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듐배출탱크 (SDT)의 압 열  

설치  열 상은 계통이 주  환경으로 완 히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통 운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설계상의 고려가 필연 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단계를 통해 개선된 SDT 해석모형  압력

방출계통 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결과는 향후 KALIMER-600에 한 소듐-물 반응사고 압력방출계통 

(SWRPRS) 설계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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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선

온도가 다른 두 유동이 혼합하여 온도요동을 일으키고 고체물체에 열피로 상을 유발하는 것을 

thermal striping 상이라고 한다. 액체 속로 상부에는 노심의 농축도의 차이  제어  집합체와 연료

 집합체간의 온도차이 등으로 불규칙한 온도요동 특성을 형성하여 노심상부 구조물에 열피로 상을 

유발한다.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온도의 요동변화 특성은 경계면을 통하여 구조재로 달되는 열 달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요한 향인자는 온도요동의 크기와 주 수인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온도요

동 주 수가 비교  작은 경우에는 인 한 구조재에 열 달 특성이 달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

되므로 이러한  주 수의 온도변화 특성이 그 크기, 즉 진폭이 큰 지 에서는 구조재의 온도변화를 

하게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은 thermal 

striping 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가능한 열피로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를 수행하는 선결요건이 

된다. Thermal striping은 고온의 유체와 온의 유체가 혼합되는 배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랑스 액체 속로 Phenix에서 고온의 유체가 통과하는 배 이 온의 유체가 통과하는 주배 에 속

되는 T자 연결부 근방에서 thermal striping에 의한 과도한 열응력으로 피로 단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

었다. 그러므로 thermal striping 상을 이해하고 이에 처하는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액체 속로 

설계의 구조  건 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요하다. 

Thermal striping 상을 이해하기 하여 많은 실험   수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실험  연

구는 주로 일본의 JNC에서 수행되었으며, 작동유체로는 소듐, 공기  물을 사용하여 액체 속로 노심 

출구에서의 모양을 간단하게 모사한 double jet, triple jet  동심 환형 jet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thermal striping 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험자료를 축 하여 왔다. 실험 으로 실제 인 액체 속로 노

심 출구에서의 형상을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산이 필요하므로 thermal striping 상을 

수치 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일본  랑스 등에서 수행되어 왔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thermal striping 

상을 악하는 방법으로 난류모델, LES (Large Eddy Simulation)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Thermal striping 상을 분석하기 해서는 첫째로 체 유동장의 

특성을 악하고, 둘째로 고체면으로의 열 달 특성을 지배하는 온도의 시간함수를 확보해야하는 두 가

지 요한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첫째, 체유동장의 유동특성 악은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고 신속한 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산된 온도요동 진폭의 정확성은 사용된 난류

모델의 정확성에 의존된다. 둘째, 온도변화의 주 수와 진폭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온도의 함수

계를 구하기 하여 LES를 이용한 해석 방법을 도입한다. 년도에는 체유동장의 유동특성을 악

하고, 온도요동의 진폭을 악하기 하여 수 응력  열유속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KALIMER-150 

노심 상부 고온 풀 (hot pool)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에 한 계산을 수행하 다. 당해연도에는 

년도에 수행한 계산을 CFX-4.2코드와 가장 고난도 모델인 이놀즈 응력  열유속 모델(Reynolds 

stress and flux model)을 사용하여 체 인 유동을 계산하여 난류모델의 향을 분석하 다. 한 

LES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주 수  진폭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1) 체 유동장의 요동진폭 해석체제 개발

실제 액체 속로 고온 풀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을 분석하기 해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념설계

한 KALIMER 고온 풀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을 분석하엿다. KALIMER 노심은 그림 84에 도식화

되어 있다. 노심은 10개의 서로 다른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60°각도로 칭성을 갖고 있다. 각 1/6 

칭 집합체 출구에서의 유속과 출구온도가 제시되어 있다.



- 114 -

그림 84 KALIMER Breakeven 노심의 유속  온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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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KALIMER 고온 풀의 기하학  형태

그림 85는 KALIMER 원자로의 노심 상부 고온 풀의 기하학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열교환기 부분은 약간 복잡하다. 계산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하여 간열교환기 부분은 

간단하게 출구 역으로 간주하 다. Thermal striping 상은 주로 노심 바로 에 일어나므로 하류 역

(downstream region)을 이 게 간단하게 처리하여도 thermal striping 상을 분석하는 데는 향을 주

지 않는다. UIS 형태도 계산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하여 간단하게 처리하 다. 계산격자는 계산시간과 

해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배치하 다. 축 방향으로 185개, 반경방향으로 34개, 원주방향으로 24개를 배치

하 다. 축 방향으로는 thermal striping이 일어나는 부분에 조  더 조 하게 배치하 다. 반경방향  

원주방향의 격자분포는 연료집합체의 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 다. 계산은 처음에는 해의 안정성과 정

확성을 고려하여 고차 유계해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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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고온 풀 각 원주방향 단면에서의 온도분포  온도 요동의 분포는 그림 86에 도시하 다. 

그림 86의 온도 분포도로부터 노심 상부와 UIS 하단에서 매우 복잡한 열혼합 상이 일어남을 찰할 

수 있으며, 온도 variance 방정식으로부터 얻은 값의 평균자승근(root mean square)인 온도요동은 이들 

그림들에서 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어 집합체  부분이 아닌 UIS 하부 모서리와 하부 노심 

barrel 벽 사이에서 온도요동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UIS가 존재함으로서 유동의 방향

이 원자로 barrel 벽 쪽으로 경사가 지기 때문이다.

(a)5°(b)10°(c)15°(d)20°(e)30°

     

a)5°(b)10°(c)15°(d)20°(e)30°

                     [온도분포]                                 [온도요동 분포]

그림 86 각 원주방향 단면에서의 온도  온도요동 분포

그림 87 UIS 하부 각 반경방향 지 에서의 원주방향으로의 온도요동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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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UIS 하부 각 원주방향 지 에서의 반경방향으로의 온도요동 분포도 

그림 87는 온도요동의 진폭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하여 UIS 하부 바닥의 높이에서 각 반경방향 

지 에서의 원주방향으로의 온도요동의 분포를 도식화한 것이다. UIS 바닥 모서리에서의 온도요동의 진

폭이 UIS 바닥 다른 부분보다 상 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어 집합체의 근처에서 발생하는 

큰 온도요동이 유동이 경사지게 흐르기 때문에 이곳으로 달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원

주방향의 치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온도요동 분포를 그림 88에 도시하 다. 이 그림에서 찰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UIS 바닥면에서의 온도요동 진폭의 크기는 유동이 로 흐르는 UIS와 barrel 사이 역보

다 작다.  결과로부터 KALIMER 원자로 UIS에서 thermal striping이 문제가 되는 역은 UIS 바닥 

모서리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온도요동 진폭의 크기는 노심 출구에서 제어 집합체와 연료 집합체의 

온도차 보다 상 으로 매우 다. 한 thermal striping 상은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 수에 의해 의

존함으로, UIS 바닥 모서리 역에서 온도요동 상을 규명하기 해 다음 에서 LES 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2) 국부 난류유동 진폭  주 수 해석체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액체 속로 고온 풀에서의 시간에 따른 국부 인 온도요동 상을 하게 모사하기 

하여 LES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계산은 상용코드 CFX-5.6을 사용하 고, LES 아격자모델

(sub-grid model)로 Smagorinsky 모델을 사용하 고, 약 40만개의 비구조격자와 0.002 의 시간간격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89는 축방향 각 단면에서, 그림 90는 원주방향 각 단면에서의 UIS 

근처에서의 순간 인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LES의 결과는 난류모델에 의한 시간평균 분포 

보다 좀더 실제 인 물리  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각 단면에서의 

온도요동에 한 동 상을 만들었고, 이것으로 액체 속로 고온 풀에서의 온도요동 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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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θ=5° 

   

(a)θ=10° 

   

(c)θ=15° 

  

(d)θ=20° 

  

(e)θ=25° 

  

(e)θ=30° 

 

 그림 89 각 원주방향 단면에서의 순간 인 온도분포

(a) z=0.2m

  
(b) z=0.4m

  
(c) z=0.6m

  
(d) z=0.8m

 그림 90 각 축방향 단면에서의 순간 인 온도분포

그림 91은 UIS 벽면 각 지 에서의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 수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UIS 

모서리 근처에서 (그림 91 (d)) 온도요동이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 수가 큼을 찰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  결과로 부터 UIS 단면에서 온도요동이 심한 지역을 악할 수 있고, UIS 각 지 에서의 열응력 

계산에 입력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조 한 수치격자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여 

좀 더 정확한 계산결과를 산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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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0.62m, 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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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0.74m, 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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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 UIS 단면 각 지 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3) 종합

액체 속로 상부구조물에 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thermal striping 상을 난류모델과 LES방법을 

사용하여 KALIMER 원자로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 해석결과로부터 KALIMER 원자로에서 

thermal striping이 문제가 되는 역은 UIS 바닥 모서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온도요

동 진폭의 크기는 노심출구 온도차 보다 상 으로 었다. 한 LES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온

도요동의 주 수와 진폭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한 해석 결과와 실험치와의 비교 

검증을 바탕으로 thermal striping에 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계통 성능분석 산체제 개선

(1) LSYS 재순환 운 모드 분석기능 도입

발 소의 출력 운 시 SGS는 재순환 운 을 하게 되며 액체 속로의 재순환 운 방법은 경수로와

는 다른 독특한 방식의 운 모드로서 재까지 이 재순환 운 에 해서는 그 특성이 구체 으로 악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재순환 운  자체  재순환 운 시의 재순환 계통의 기본 인 특성을 악

하기 하여 SGS 재순환 운 모드 해석 모듈을 개발하 으며 재순환 운 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 으

며 한 개발된 해석모듈을 계통해석 코드인 LSYS에 설치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재순환 운 시의 

NSSS 체의 계통특성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재순환 운 은 증기발생기 출력이 낮아 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되는 증기가 터빈에 공 되기에는 부

한 상태일 때 이루어지는 운 으로서 이 운 에 련되는 계통의 구성은 증기발생기, SGAWT (SG 

Auxiliary Water Tank), 재순환 펌 , 수계통 그리고 이를 운 하는 운  논리로 이루어진다.

  

(가) 증기발생계통

해석 상 계통은 그림 92와 같은 구성으로서, 재순환 운 시 수가 선에 둘러싸인 SG 보조수탱크

(SGAWT)에 주입되어 가열된 후 SG의 열 으로 주입되어 IHTS 소듐에 의해 가열된 후 습분 분리

기를 거쳐서 액체군으로 분리된 유체가 다시 SG 보조수탱크로 주입되는 순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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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SG 재순환 운  특성 해석 체제의 상 계통 구성

(나) 해석모형 개발

해석 상의 열유체  상은 기본 으로 일반 인 지배식인 에 지, 질량  운동량에 한 일차원

 보존식에 의해서 기술되지만 이를 재순환 운 에 용될 때의 재순환 계통이기에 갖는 특수성이 반

되어 산코드에서 그 기술이 이루어진다. 한 재순환 해석코드에는 이러한 일반 인 지배식의 용

외에 SGS 재순환의 특성에 따른 논리  모형이 추가 으로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추가

인 모형식에 해서만 설명한다.

 ◦ 수  SG보조수조 액  제어 논리

재순환 운 기간동안 SG보조수조(SGAWT)에는 계속 으로 유체의 유입  유출이 이루어지기에 dl 

수조의 액 에 한 제어 논리가 필요하다. SGAWT 액 제어를 기에는 기존의 제어 방법인 PID방식

을 이용하는 것으로 근하 으나 만족스럽지 못하여 KALIMER의 digital 제어계통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인 액 변동의 물리  특성을 반 하여 제어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축하 다. 이 방법은 액  오

차의 변동이력을 고려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개선된 제어방법으로서, analog 방식제어에서는 용이 

곤란하지만 KALIMER와 같이 digital 제어 방식을 채택하는 제어계통에서는 쉽게 용할 수 있는 방식

이며 한 그 제어 성능 매우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어 방법의 핵심은, 액 오차의 과거분과 재분간의 상 성을 분석하여 제어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며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액 오차의 부호가 계속 으로 같은 방향이면 이는 액 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보정유량은 액 오차에 비례해서 설정한다. 액 오차의 부호가 바 면 

이는 액 가 목표치를 지나쳤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입유량이 유출유량과 동일하도록 입구유량에 한 

보정을 수행한다. 이를 수식 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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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어기기의 보호  제어작동의 안정성을 해 보정 유량 크기에 deadband와 limiter를 사용

한다. 다음 그림은 이와 같이 개발된 액 제어 성능을 시험한 결과로서 SGAWT 내의 액  자체  액

에 따라 제어되는 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액 가 큰 진동없이 원활하게 잘 제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3 25% 출력 조건에서의 정상상태 도달 해 - 액 제어

◦습분분리기 모형

SG에서 나오는 유체는 습분 분리기를 통하여 증기는 증기계통으로 보내지고 액체는 다시 SGAWT

로 보내지는데 이 분리기능을 수행하는 습분분리기에 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개발 기에

는 습분분리기에 하여 단순히 분리기 성능지수 한 개만으로 분리기의 성능을 모형하려 했으나 입구 

증기질 xin=1에서 분리기 출력에 불연속이 존재하는 문제 이 발견되었었다. 이에 따라 계통 사고해석 

코드인 RELAP[INEL, 1995]의 모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습분 분리기 모형개념을 설정하 다.

    - 분리된 기상 유량에 습분 함유

    - 분리된 액상 유량에 증기 함유

    - 분리 성능은 입구유체의 증기질 xi의 함수 

    - 분리기 성능을 다음 인자로 특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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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의 각 인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다.

    
.

lm  : 액상군으로 분리된 유체의 유량
    

.

sm  : 기상군으로 분리된 유체의 유량
    

.

jkm  : j군으로 분리된 유체에 포함되어 있는 상 k 형태의 유량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정된 분리기 모형에 분리기에 주입되는 유체의 상태별 분리성능을 실제 

계산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비 물리 인 상없이 하게 습분분리기의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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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분리기 성능특성 - 입구유체 증기질과 분리유체요소별 유량

◦발 소 운  목표치

SGS의 재순환 운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계통의 경계조건으로 IHTS 소듐의 유량  SG 입구 

온도와 수온도가 요구되고 발 소의 운  목표치가 이런 인자들에 한 기  값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운 목표치[심윤섭, 2002]는 재순환운  특성에 한 구체 인 이해가 있기 

에 설정되었었기에 기존의 운 목표치를 기 치로 사용할 경우 물리 으로 무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를 보안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수행된 보완 작업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보완 

작업으로 새롭게 설정한 발 소 운 목표치는 그림 95와 같다.

◦목표치 설정에서 련변수와 조건수를 구체화하여 목표치 설정에서 자유도를 명료화하여 설정된 

목표치가 물리 인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가운데서 실 인 최  운  목표치가 되도록 하는 방법

의 구체  설정

◦SGS 재순환 운 의 가능  환이 가  완만히 이루어지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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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새롭게 보완된 발 소 운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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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 코드 개발

이상과 같은 재순환계통의 요소 모형  논리를 증기발생기 모듈과 결합시켜 재순환계통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산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계통과도기 분석코드인 LSYS에 설치하여 재순환 운 시의 

분석체제를 개발하 다. 이 코드에 들어가는 증기발생기 모듈은 기존의 산해석모형에 필연 으로 발

생하게 되는 truncation error를 이론 인 해를 이용함으로써 제거한 새로운 산해석 기법을 개발하여 

작성하 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기법으로 단지 3개만의 계산 cell(격자)로서 기존기법의 수십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구 하던 정도의/(이상의) 정확성을 구 할 수 있었다. 개발된 산코드  증기발생기 부분은 

기존의 증기발생기 해석 코드인 HSGSA와의 검증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인하 으며 재순환 모드 분

석 체 계산에 한 신뢰성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수행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 다.

◦고온유체와 온유체간의 에 지 balance 오차 : 모든 시험계산에서 0.00005% 이내

◦수렴성 : 산코드에는 여러 가지 지역에 한 내부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최종 반복해에서 이들 

내부반복계산의 횟수가 1회에 끝나고 있어 반복계산의 수렴성 확인됨

◦반복계산 과정에서의 계산과정의 비 정상성 여부 : 반복계산과정 의 계산결과에서 로 보여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돌출되거나 비 정상 인 계산 결과의 발생등이 없이 체 으로 매끄러운 

반복계산 결과 음. 그림 96은 임의로 주어진 기조건으로부터 정상상태 해를 찾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가) 온도  SG 출구 증기질        나) SG보조수조의 액   수량 제어

 그림 96  25% 출력 조건에서의 정상상태 도달과정

이와 같이 개발된 KALIMER의 재순환 운 모드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산 로그램을 

LSYS에 설치하여 재순환운 시 NSSS  계통의 거동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제를 개발하 다. 

개발된 분석체제인 LSYS로 재순환운 이 이용되는 표 인 과도기인 1%에서 100%출력까지의 출력상

승의 발 소 기동운 과 100%에서 1%출력까지의 출력감소의 발 소 정지운  경우에 한 분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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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개발된 분석체제의 성을 확인하고 재순환 운 특성을  분석하 다. 다음 그림은 이와 같은 

발 소 기동운   정지운  과도에 한 LSYS 계산 결과  계통의 주요지 의 온도 거동  출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 1%에서 100%출력까지의 기동운          나) 100%에서 1%출력까지의 정지운  

 그림 97 개발된 분석체제로의 표  재순환운 이 포함된 과도기분석 결과

(라) 재순환 운 특성

개발된 산체제를 이용하여 재순환 운 특성을 분석하 으며 주요 분석결과[Sim외, 2003] 는 다음

과 같다. 

1. 재순환 운 의 기능

   터빈 출력운 에 공 할 수 있는 질의 증기가 생산될 수 있는 출력시까지의 다른 계통이 천이 운

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는 터빈 출력 운 에서 고온 기상태로 가는 운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계통을 지원

- 노심  pump 등에서 생산되는 열의 처리 

- 수를 가열시키는 데 필요한 증기의 생산

2. 수량은 SGAWT 액  제어에서 결정됨 

3. 재순환 운  동안 SGAWT 내 물의 상태 - 과냉유지 필요

4. 재순환 유량의 결정은 SG 작동 안정성외에 증기발생기 출구 H2O의 증기질이 과열이 안되도록 고

려하는 게 필요

5. 류운 과 재순환 운 간의 환 출력 

- 두 운 모드간의 원만한 환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는 의 재순환 유량에 한 요건 

그리고 운 목표치와 연계되어 결정하는 것이 필요

-  KALIMER 설계 경우 15% 정도를 환출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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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 목표치와의 연계성

- 환 출력에서 재순환 운 을 하면 증기발생기 출구의 증기질이 과열이 안되고  류 운 을 하

면 터빈에 공 할 수 있는 수 의 과열 증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IHTS 온도, IHTS유량  수 온도

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7. 재순환 유량 구동에 자연순환을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 재순환 유량이 정격 수량의 40% 수 이기

에 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자연순환의 사용을 고려한다면 자연순환의 

실성에 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8. 재순환 운 에서의 출력 상승 는 출력 하강의 과도기 방향성이 큰 향을 미치며 운  목표치 

설정 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2)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설계 산코드 개발

일체형 증기발생기 설계개념은 고가의 IHTS를 제거하고  소듐-물 반응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

할 수 있어 액체 속로의 경제성  안 성 향상에 매우 유망한 설계 개념이다. 이의 개념의 구 성 연

구를 수행하기 해서는 일체화 증기발생기 특성분석  설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산체제의 확보가 

필요하며, 복수지역 집 형과 같은 일체형 증기발생기 설계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최 로 제시한 개념이

기에 이러한 체제의 독자 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두 가지 근 방법을 사용하여 산체제를 확보하 다.  즉 해석 인 방법

을 이용한 개략 인 방법과 산해석기법을 이용한 상세해석 방법이다. 개략 인 방법은 VIsual Basic을 

이용한 Excel에서 구동되는 체제로서 다양한 경우의 설계인자 변경에 한 효과를 즉각 악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어 이 방법은 주로 범 한 범 의 설계인자의 변화시 그 향 평가  설계 최 화 등에 

효율 인 방법이 된다. 이에 비해 상세해석방법은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개략 인 방

법에 의한 결과의 확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상세 인 열특성을 악하는 데에 효과 인 방법이 된

다. 따라서 이 두가지 방법은 일체화 개념의 구 성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상호 보완 인 방법이 된다. 

기술 으로는 개략 인 방법은 이상유동이 발생하는 물/증기측을 모형계수를 도입하여 단상으로 모형화

하고,  물성치를 일정하다고 모형화한 가운데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유체 간의 온도분포에 한 해

석 인 해를 이용한다. 반면 상세해석 방법은 산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  상을 그 로 묘사하는 근 방법이다. 즉, 주어진 열 달 면 을 차분화하고 물/증기측의 물이 

과냉각상태에서 포화상태  과열증기상태로 상이 변하는 과정을 이상유동모델을 용하여 상변화에 따

른 열을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물성치의 온도변화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  이 두 방법의 구체 인 

해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략  방법

집 형과 분리형은 열과정이 상호 다르기에 그 해석해 역시 달리 취 된다.

① 집 형

집 형에서는 고온유체, 간유체, 온유체사이에 열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유체에 해

서 다음의 지배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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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S는 열다발의 수직방향좌표이며, x=0와 x=L은 열다발지역의 최하부와 최상부를 나타낸

다. 온도 u(=TP), v(=Tm), w(=TH)는 고온유체측(PHTS :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간유체

측(medium), 온유체측(H20)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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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서 상수 C, α, β는 열교환기의 운 조건 UA, 유량, 입구온도로 주어지며 해를 구하기 한 

각 유체입구의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일지역 집 형의 경계조건은 간유체출구온도가 입력조건이 된다.

    TM(s=0)  =  TM(s=L)) (2-9)

◦복수지역 집 형의 경계조건은 아랫방향으로 흐르는 간유체의 출구온도가 윗방향으로 흐르는 

간 유체의 입구온도가 된다.

    TMU (s=0)  =  TMD (s=0) (2-10)

    TMU (s=L)  =  TMD (s=L) (2-11)

이 식에서 D와 U는 간유체가 아래방향으로 흐르는 지역과 윗쪽으로 흐르는 지역을 의미한다.

② 분리형

분리형에서는 고온유체- 간유체사이의 열교환, 간유체- 온유체사이의 열교환지역이 순차 으로 

연결되어있고, 열교환형태는 역방향방식이다. 따라서 유체의 물성치가 균일할 때 역방향 열교환기의 고

온  온유체의 출구온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McHC
mc

HC
mch

HC
mch

chcc RRa
RaTLTTLT η

/)1(exp1
)1(exp1)0()()0()(

(2-12)



- 126 -

( ) ( ) ⎟⎟
⎠

⎞
⎜⎜
⎝

⎛
≡

+−+
+

−+= MhHC
mc

HC
mch

HC
mc

chch RRa
RTLTTT η

/1(exp1
/11)0()()0()0(

(2-13)

온유체와 고온유체는 각각 S=0, S=L 치에서 유입되고, 유량은 온측 수의 방향과 동일할 때  

‘＋’ 값을 갖는다. 식에서 ha 와 
HC
mcR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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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측과 열교환후 떠나는 간유체의 출구온도 )(LTPM
c 는 온측과 열교환을 해 유입되는 간유체

의 입구온도 )0(MH
hT 로 입력된다. 따라서 온측과 열교환후 떠나는 간유체의 출구온도는 식 (2-17)과 

같이 표 되며, 식에서 Tph와 Thc는 고온유체와 온유체의 입구온도를 뜻한다.

)0(MH
hT  = )(LTPM

c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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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해석 방법

① 지배방정식

증기발생기와 간열교환기 해석체제 개발을 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열교환기내의 동일 열  

다발의 열  각각의 열특성은 동일하다.  열유동해석은 1차원으로 하고, 물/증기측의 이상유동은 균

질유동(homogeneous flow)모델을 용하 다. 균질유동모델은 이상유동모델 에서 가장 단순한 모델로

서, 기체와 액체의 속도가 같고 기체와 액체간은 열역학 으로 평형을 이룬다. 열교환기를 모의하기 

한 튜 측과 쉘측의 질량, 운동량, 에 지보존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0=
∂
∂

+
∂
∂

ZmZm AG
Z

A
t
ρ (2-18)

( ) Zm
P

ZW
Z

Z
m

m
Zm AgdP

Z
pAAG

Z
AG

t
Z

θρτ
ρ

cos)(2

−−
∂

∂
−=⎟⎟

⎠

⎞
⎜⎜
⎝

⎛
∂
∂+

∂
∂

∫ (2-19)

( ) ( ) ∫ ∫ ′′′+′+⎟
⎠
⎞

⎜
⎝
⎛
∂
∂=

∂
∂+

∂
∂

ZA
ZZZmmZmm dAqqA

t
pAhG

Z
Ah

t
ρ

(2-20)

② 열 달 계산모델

제어체 의 튜  벽면을 통한 열 달은 oo TAUQ ∆∆=∆  이며, 다음 그림에 보여진 제어체 의 계산모

델에서 열 달율은 쉘측, 튜 벽, 튜 측, 화울링지역(fouling regions) 등을 연결하는 모든 지역에서 



- 127 -

동일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식에서 fouling의 향은 열계수 보정인자로 고려한다. 따라서, 총

열 달계수 U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s)는 열 의 외경을 기 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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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은 2종 유체간의 열 달 해석모델로, 분리형 열교환기에서 고온측과 간유체사이(이하 SG측)

와 온측과 간유체사이(이하 IHX측)  에 용되는 모델이다. 쉘측은 납-비스무스가 흐르고, 열

 내부는 SG측은 물/증기가, IHX측은 소듐이 흐른다. 벽면의 화울링계수(fouling factor)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림 99는 1개의 쉘측을 사이에 두고 2개의 열 이 서로 열교환하는 3종 유체 집 형 열

교환기에 한 열 달 해석모델이다. 따라서 열 달은 액체 속을 구조물처럼 통과하는 국부열 도에 

의한 것과 쉘측 납-비스무스의 류를 통한 열 달로 이루어진다.

그림 98 Two fluid heat transfer analysis model of a control volume

그림 99 Three fluid heat transfer analysis model of a control volume

③ 열 달  마찰압력손실 상 식

일체형 열교환기는 류형 증기발생기이기 때문에 물/증기측은 열 달이 이루어지면서 입구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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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까지 여러 종류의 열 달양식을 보이는데 이를 단순화하여 네 역, 즉, 과냉 역, 포화 역, 막비등

(film boiling) 역, 과열 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역과 련한 압력손실  열 달 상 식을 용한

다. 해석에 용된 각 상 식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7 Heat transfer correlations

sub-cooled region Mori-Nakayama

saturate boiling region Chen

film boiling region Bishop et al.

super-heated region modified Bishop et al.

critical heat flux Duchatelle et al.

Pb-Bi Dwyer

sodium Lubarsky-Kaufman

표 28 Pressure loss correlations

friction factor Mori-Nakayama

two-phase friction multiplier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④ 계산 차

열교환기 성능분석계산은 주어진 열면 에서 고온측에서 온측으로 어느 정도의 열이 이루어지

는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먼  IHX측과 SG측 각각에 한 성능분석 계산흐름은 그림 100과 같다. 일체

형 열교환기의 경우 SG측 성능분석과 IHX측 성능분석 각각의 부분에 해서는 의 계산과정(그림 

101)을 용한다. 분리형 일체형 열교환기의 체 성능분석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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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일체형 열교환기의 SG  IHX측 성능분석 계산 흐름도

단일지역 집 형 일체형 열교환기의 성능분석 계산은 단일지역 간유체측에 고온의 소듐과 온의 

물/증기와 열교환량을 계산하는 것으로 간유체측 출구온도는 열교환기 내부유로를 순환하여 다시 

간유체측 입구온도로 유입되므로, 먼  입구온도를 가정하고 계산된 출구온도를 다시 입구온도로 가정

하는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한다. 복수지역 집 형 일체형 열교환기

의 성능분석 계산은 안쪽지역과 바깥쪽지역에 성능분석계산으로 이루어지며, 안쪽지역의 간유체측 입

구온도를 가정하고 출구온도를 계산한 뒤, 이 온도를 바깥쪽지역의 간유체측 입구온도로 용하고 출

구온도를 계산한 뒤 앞서의 가정값과 비교하고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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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일체형 열교환기의 체 성능분석 계산 흐름도

⑤ 개략  해석방법과 상세해석 방법간의 결과 비교

동일한 작동조건을 앞에서 설명한 두 해석방법으로 해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이 나타났으며, 이 표

의 결과에서 보면 양자간의 계산 차이가 매우 작다. 이로부터 근 방법을 달리 한 두 해석방법의 타당

성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 이로부터 각 방법 모두 다 개발 시 각각 계획되었던 목 에 신

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9 동일조건에 한 해석방법별 계산된 열량

단일집 형

( 간유체 상향 시)

단일집 형

( 간유체 하향 시)
복수집 형 반경분리형

개략  해석방법  200.0 - 200.1 200.4

상세 해석방법 199.2 195.1 196.9* 195.9

* 주: 이 표의 상세해석방법을 이용한 계산에서 복수집 형 경우 안쪽지역과 바깥 지역간의 

온 유체( 수/수증기)의 도 차이가 다시 유량에 향을 주는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음. 

(3) 피동 풀 직  냉각계통 (PDRC) 해석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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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피동 붕괴열제거 회로 (PDRC) 계통의 설계  해석을 하여 정상상태 계통 설계

의 요구 제열용량을 만족시키는 계통 설계인자 설정을 한 해석 방법론의 산화 작업을 수행하여 

계통 설계  해석을 한 기본 산해석 체제를 구축하 다.

(가) 계통 기본 설계인자 상 계 설정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인자간 기본 상 계는 그림 102와 같이 고온 풀에서 공기로 

달되는 3개의 별도 제열 회로에 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PDRC 열 계통은 PHTS 내부의 1차 소듐 

순환 루 측과 제열용 소듐루 측이 소듐-소듐 열교환기(DHX)를 경계로 배치되어 있으며, 제열용 소듐

루  측과 공기측은 소듐-공기 열교환기(AHX)를 경계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열회로는 고

온 풀 소듐 온도와 공기 입구 온도를 기본 경계조건으로 하여 설계 인자 변화에 의해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열 회로의 온도 분포를 토 로 체 PDRC 계통의 온도 분포를 개념 으로 도시하면 

그림 10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02 KALIMER-600 PDRC 열 회로도

Hot sideCold side

PHTS

Loop

Air-side

TPH (BC)

Tair,in (BC)

TLH

TAH

TPC

TLC

그림 103 KALIMER-600 PDRC 온도분포 개념도

그림 103은 경계조건으로 주어진 공기측 입구온도(40
o
C)와 PHTS 고온 풀 소듐 온도를 고정시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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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온도배치를 개념 으로 도시한 그림으로, 제열용 소듐 루  측의 온도 

배치는 일단 DHX shell측을 통과하면서 에 지를 상실하는 온 소듐의 온도에 향을 받게 되고, 이 

후 DHX를 통해 가열된 제열용 소듐 루  내부의 고온 소듐은 공기측 출구 온도에 향을 미치게 되면

서, 3개의 열 회로가 결국은 일련의 열 메커니즘에 의해 상호 보완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3개의 열 회로에 하여 온도, 유량 열교환기의 UA 등이 서로 맞물려 계산되어야 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지수 온도들(TPC, TLH, TLC, TAH)을 결정하기 해서는 3개의 열회로에 흐르는 

유체들에 한 유량 조건과 열교환기 특성값(UADHX, UAAHX) 등이 종합 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단 으

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PDRC 계통의 기본 성능 요건 설정을 해서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정상상태 계통 열 상 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 ),,,( LCLHPCPHLMTDDHX
rej
DHX TTTTTUAQ ∆⋅=    (2-22)

{ } ),,,( ACAHLCLHLMTDAHX
rej
AHX TTTTTUAQ ∆⋅=    (2-23)

)()( PCPHPPP
rej
DHX TTTcmQ −⋅⋅= & (2-24)

)()( LCLHLPL
rej
Loop TTTcmQ −⋅⋅= &    (2-25)

)()( ACAHaPa
rej
AHX TTTcmQ −⋅⋅= &    (2-26)

식 (2-22)～식 (2-26)에서 하첨자 P, L  A는 각각 소듐 풀, 제열용 소듐 루   공기측을 의미하

며, 역시 하첨자 H  C는 각각 고온 측과 온 측을 나타낸다. 한, m&와 cp는 각각 열회로에서의 

질량유량[kg/s]  열용량(heat capacity : kJ/kg-K)이며, cp의 경우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한편, 식 

(2-22)～식 (2-26)에 제시된 열량들은 PDRC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정상상태 조건에 의해 다음 

계를 만족한다.

PDRC
rej
Loop

rej
AHX

rej
DHX QQQQ ≡== )(    (2-27)

PDRC 계통의 열량 상 계와 함께 계통 설계인자 결정에 지배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

는 각 열 회로에서의 계통 유량조건은 계통 설계와 련하여 기하 형태, 기기간의 수두차, 기기 배치 

등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 유동 항(flow resistance) 는 압력손실(pressure drop)에 의해 결정되므

로, KALIMER-600 PDRC의 기기 배치  략 인 계통 기하형태를 그림 104와 같이 설정하여 PDRC 

설계 에서의 정상상태 계통 설계인자 도출을 한 상 계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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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KALIMER-600 PDRC 계통 수직배치 개략도

그림 104은 KALIMER-600 PDRC의 략 인 열회로 배치개념을 계통 수두차 계산을 한 기기

의 수직 높이 표식(Z)과 함께 도시한 그림으로, 붕괴열 발생에 의해 원자로심으로부터 가열된 소듐이 소

듐-소듐 열교환기(DHX)를 거치면서 냉각되어 온 풀 역으로 순환하는 자연순환 폐유로(A)와 제열

용 소듐루 를 이용하여 DHX 열 측으로부터 유입된 열을 루  상단의 공기 열교환기(AHX)로 달

하고 AHX로부터 냉각된 소듐이 다시 DHX로 유입되는 자연순환 폐유로(B), 그리고 공기 열교환기

(AHX) shell측에서 열을 제거하는 공기측 개방유로(C)를 보여주고 있다. 이 들 세개 유로에서의 소듐 

 공기의 구동력은 모두 도차에 의한 자연순환이며, 따라서 기기 배치와 련된 수두차와 계통의 유

동 항(C)이 자연순환 유량 형성  이에 기인하는 계통의 반 인 온도 배치에 가장 지배 인 향을 

미칠것으로 상되는 바, 상기 세 유로에 하여 식 (2-28)～식 (2-30)과 같은 유동 상 계를 추가

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TPDDCCPCPHP

P ZZZZTTHmC β−+−+∆=⋅ &    (2-28)

),,,,,,(2
TLAADDLCLHL

L ZZZZTTHmC β−+−+∆=⋅ &    (2-29)

),,,,,,(2
TAchmchmAAACAHa

A ZZZZTTHmC β−+−+∆=⋅ & (2-30)

식에서, C는 소듐  공기의 유동 항으로 단 는 [Pa-sec
2
/kg

2
]이며, 상첨자 P, L, A를 사용하여 각

각의 열회로를 나타내었다. 한, H∆ 는 자연순환 유량 형성에 향을 미치는 기기간의 수두차로 온

도  높이(Z)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기기를 의미하는 하첨자 C, D, A  chm은 각각 원자로

심, DHX, AHX,  공기굴뚝을 의미하고 각각의 상/하단을 상첨자 +와 -를 사용하여 구분하 다. 한, 

Tβ 는 온도변화에 의한 물성치 변화항을 개념 으로 표기하기 해 도입한 것으로, 실제 계산 에는 다

수의 반복계산(iteration) 과정에서 매질의 온도변화 항을 고려함으로써 각 변수간의 계를 실질 으로 

모사하기 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KALIMER-600 PDRC의 설계 에서의 정상상태 온도배치  유량 조건, 그리고 열교환기 

특성변수 UA를 결정하기 해서는 상기 식 (2-22)～식 (2-26)과 식 (2-28)～식 (2-30)의 조건식 8개가 

활용될 수 있으며, 이  미지수는 PDRC 계통 온도 에서 경계조건으로 주어지는 고온 풀 소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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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H)와 공기측 입구온도 (TAC)를 제외한 온도변수 4개, DHX와 AHX에 한 {UA}값 2개, 그리고 각 

열회로에서의 유량(m&) 변수 3개의 총 9개가된다. 여기에, 기 설계자료를 통해 참고 자료를 확보하여 
식 (2-31)과 같이 DHX와 AHX의 열교환기 {UA} 값의 비를 나타내는 자유도, RUA를 도입하므로써 조

건식과 미지수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 으며, 자유도 값은 기 물리 으로 타당한 값을 입력으로 사용

하고 반복계산을 통해 차후 설계과정에서 최 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AHX

DHX
UA UA

UAR
}{
}{

=
(2-31)

이와 같은 조건식 9개를 사용하여 PDRC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정상상태 온도, 유량  열교환

기 UA 값의 해석해(analytic solution) 계산을 해서는 각 계통간의 열 상 계  유동 상 계를 

활용하여 비선형 9원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한, PDRC 체 계통의 유동 상 계로부터 각 

열회로를 흐르는 자연순환 유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각 열회로의 유동 항(C)  기기간의 수두차

( H∆ )를 계산해야 하며, 결국 이 두가지 인자가 각 열회로에서의 자연순환 유동을 결정짓는 지배 인

자가 된다. PDRC의 각 열 유로인 DHX shell측 PHTS 소듐 유로, PDRC 제열용 소듐 루 , 그리고 

AHX shell측 공기 유로에서의 자연순환 유량 계산을 해서는 PDRC 체 계통의 유동 상 계로부터 

계산된 각 유로의 유동 항(C)를 이용하여 식 (2-32)과 같이 계산된다.

  
sec]/[kg

C
Hm G∆

=&
(2-32)

식에서, GH∆ 는 각 열유로에서의 자연순환 수두차를 의미하며, 유동 항, C는 [Pa-kg
2
/sec

2
]의 단

를 갖는다.

(나) PDRC 해석 방법론의 산화 작업

KALIMER-600 PDRC의 설계인자의 해석해(analytic solution) 계산을 해서는 앞서 기술한 계통 온

도배치 상 계  유동 해석모형, 그리고 열교환기 특성인자 등을 연립방정식화 해야 하며, 일반 으

로 NN ×  Matrix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게 된다. 이 때, 계통의 온도 변화에 의한 향은 반복계산에 

의해 지속 으로 계산에 반 되며, 수치해석 방법으로는 비선형 다원 연립방정식에 한 

Newton-Rapson Method[Stoecker, 1989] (Newton‐Rapson Method with Multiple Equations and 

Unknowns)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각 연립방정식의 부분은 계통 온도변화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므로 해석해의 계산시에는 산화 작업을 통해 온도 변화 항에 한 향을 각 계산 단계별로 수정

하여 반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의 수행을 해 KALIMER-600 PDRC 계통의 소듐과 

공기에 한 온도  압력별 물성치 계산 루틴을 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 로그램화 하 으며, 비선

형 연립방정식에 한 수치해석 방법의 부 로그램과 함께 반복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  해석을 한 잔산해석 코드, POSPA (Passive

‐sfety grade decay heat removal circuit Overall System Performance Analyzer)를 개발하 다. 

POSPA 코드는 PDRC 설계인자간의 상 계를 다원 연립방정식 화하고 기본 설계 입력인자의 입력 

 출력을 담당하는 주 로그램 POSPA와 각 Iteration 단계별로 소듐과 공기의 물성치를 계산하는 부 

로그램 PROPANA, 그리고 계통 설계인자를 수치 해석 으로 풀기 한 부 로그램 SIMUL로 구성

되어 있으며, POSPA 코드의 체 인 계산 흐름도는 그림 105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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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POSPA 코드 계산 흐름도 (Flowchart)

그림 106은 POSPA 계산 결과에 의해 수렴에 성공한 값을 기 으로 하여 이 값에 한 각 Iteration 

단계별로 계산된 값의 비를 도시한 그림으로, 그림 106(a)와 그림 106(b)는 각각 PDRC 계통의 각 부분

별 온도배치  유량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계산 결과의 수렴성은 불확실성이 상

으로 클 것으로 상되는 기 가정치 설정에도 불구하고 약 17번의 최  Iteration 횟수에 의해 보수

으로 설정한 수렴조건(
610−<diffε )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a) PDRC 계통 온도변화         (b) PDRC 계통 유량변화

그림 106 POSPA 코드 계산 결과 수렴성 비교

따라서, 본 연구단계에서 개발한 PDRC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계통 설계인자 설정 방법론  

이의 산화 작업을 통해 개발된 POSPA 코드는 PDRC의 계통설계 단계에서의 다양한 설계변화에 능

동 으로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향후 계통 과도기 해석기능 개발을 한 기본 산해석 체

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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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펌  맥동 상 분석 해석체제 개발

액체 속로에서 사용되는 펌 는 액체 속의 특성인 도 성을 이용한 유도형 자펌 (EM Pump)가 

도입되고 있다. 유도형 자펌 는 교번 자계의 변화에 따라 액체 속 유동장 내에 자속을 발생시켜 액

체 속의 구동력을 자기력에서 발생시킨다. 3상 교류에 의한 유도형 자펌 는 시간 으로 변화는 자

기력에 의해 자펌 내의 맥동 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의 완화를 한 상세한 설계 인자 

도출  상세 해석을 해 3차원 시변 자기장 해석과 유동장 해석을 통한 맥동 상의 분석은 매우 

요하다. 일반 인 자기장 해석 기법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유동장이 결합되지 않은 자기장 자체

만의 해석체계이며, 그 한 유동장 해석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2차원 유한요소법에 의한 개발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임달호, 1986][명 국, 2002][김찬 , 1998] 그리고 일부 자기장과 유동장이 결합된 형

태가 있으나, 부분 자펌 내의 유도 류에 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직류형 자기장 해석체제와 

유동장이 결합 형태이다.[Borghi, 1998][Vinsard, 1998][Leboucher,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펌 의 

맥동 상을 분석하기 하여 유도형 자펌  내의 유도 류 항을 고려한, 그리고 재 유동장 해석에

서 주로 이용하는 유한체 법에 근거한 자기장 수치해석체제(Electro-Magnetic Field Analysis Code 

3D : EMFAC3D)를 개발하 다. EMFAC3D 코드를 하여 개발된 시변 자기장 해석 지배 방정식은 

아래 (가) 에 나타나 있으며 (나) 에 용된 수치해석체제의 기법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가) 자기장 해석을 한 지배 방정식 개발

시간에 따라 교번하는 자펌  내의 자기장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은 아래의 맥스웰(Maxwell) 

방정식에 근거한다[Kraus, 1984][김 덕, 1986][Plonus, 1978].

- 패러데이 법칙       ∇×E=-
∂B
∂t                                           (2-33)

- 암페어 법칙         ∇×H= J                                           (2-34)

- 가우스 법칙( 기장)  ∇․E=
ρ
ε o                                               (2-35)

- 가우스 법칙(자기장)  ∇․B=0                                                 (2-36)

여기서 류 도와 자기장은 J=σE, B=μH  의 계식을 이용하여 연산이 가능하며, E는 기장, 

B는 자기장, H는 자속 도, J는 류 도, ρ는 내부 원 도이고, ε0는 유 율(permittivity), σ는 

도율(conductivity) 그리고 μ는 투자율(permeability)로 정의되는 물리  비례상수이다.  그리고 자기장

과 액체 속에 유도되는 유도 류와 인가되는 자기장 사이에 발생하여 액체 속의 구동력으로 주어지

는 로 츠의 힘( F)은 내부 원이 없는 경우에 F= J e×B로 정의된다.[김희령, 1998] 로 츠 힘이 유동

장의 모멘텀에 한 입력 항으로 주어지고 유동장 계산에 의한 속도 분포 u가 자기장 해석의 입력 

항으로 주어져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결합되어 유동형 자 펌  내부의 자기장  유동장을 해석하고 

맥동 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자펌  내부의 자기장 수치 해석을 하여, 의 4가지 식으로 주어지는 맥스웰 방정식을 지배 



- 137 -

방정식을 가능한 단순화하여 수치 해석 으로 수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  가우스 

법칙( 기장)은 액체 속 내부에 원이 없으므로 모든 경우에 0으로 정의되어 해석 상에서 제외한다. 

한 ∇⋅(∇×A)= 0의 수학  성질을 이용하여 B= ∇×A로 정의되는 자기 벡터 포텐셜 A를 도입

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 ∇⋅B=0를 만족하므로 더 이상 가우스 법칙(자기장)에 한 고려가 필요 없어

진다. 즉, 자체 인 내부 원이 없이 외부에서 교류 류가 인가되는 자펌 의 시변 자기장은 패러데

이 법칙과 암페어 법칙만을 이용하면 해석이 가능하다. B=μH  와 B= ∇×A  이용하여 암페어 법칙

을 재정리하면 ∇×[ (
1
μ

)∇×B ]= J로 주어지고, J는 다시 J= J 0+J e로 주어지는 체 류 항이 되

고 J 0는 외부 입력 류, J e  는 유도 류 항이 된다. 유도 류 항은 세부 으로 자기장의 시간  변화

에 의한 유도 류와 액체 속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류 두 부분이 존재한다. 자기장의 시간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유도 류 항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기장 E를 계산하고 J=σE  계식에 

의해 계산된다. 즉, ∇×E = -
∂B
∂t

= -
∂
∂t

(∇×A )로 주어지므로 E = -
∂A
∂t

+∇φ로 계산되

고, 내부 원이 없는 자펌 의 경우 ∇φ = 0이므로 E = -
∂A
∂t 가 된다. 한 액체 속의 흐름에 

의한 기장은 E=- u×B의 식으로 주어지므로 이를 정리하면 유동형 자펌  내부의 유도 류는 

J e=-σ [ ∂A
∂t

-u×(∇×A)]로 계산된다 [김성재, 1996][임 우, 1996][Wang, 2001]. 최종 으로 유동

의 흐름이 포함된 자기장에 련된 계식들을 정리하면, 액체 속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부에 액체 

속이 흐르는 유도형 자펌 에 한 자기장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식으로 표 된

다.

∇×(
1
μ

∇×A )+ σ [ ∂A
∂t

- u×(∇ ×A )]= J 0   (2-37)

이를 유한체 법을 이용하여 수치 해석 으로 해석하여 유동이 있는 자펌  내부의 3차원 시변 자

기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벡터 퍼텐셜 정의 B= ∇×A를 이용하여 자펌  내부의 자기장을 계산하

다.

(나) 자기장 수치해석체제(EMFAC3D) 개발

에서 유도된 지배방정식을 자펌 를 표 하기 한 (r,θ,z) 좌표계를 도입하여 수치해석 체

제를 개발하 다. 자기 벡터 포텐셜 A와 속도 u를 각 방향을 나타내는 (Ar,A θ,Az)와 (ur,uθ,uz)  

벡터로 표 하고, 입력 류 J도 각 방향별로 J o(J or ,J oθ,J oz)로 표 한 후 유한체 법을 이용한 수치해

석 방정식을 구성하면 각 방향별로 다음과 같은 표 인 수식으로 표 된다.

aPφP= aNφN+aSφS+aEφE+aWφW+aTφT+aBφB+a
0
Pφ

0
P+Sc  

 (2-38)

여기서 φ는 각 방향별 자기 벡터 포텐셜 벡터 (Ar,A θ,Az)  각각을 의미하고 아래 첨자 P는 해석 

심 노드, N은 반경방향의  노드, S는 반경(r) 방향의 아래 노드, E,W는 각각 길이(z) 방향의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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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노드이며 T,B는 각각 각( θ) 방향의 , 아래 노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첨자 0은 이  시간 에서

의 각 노드별 수렴 해를 의미하며 각 노드별 Sc는 외부 입력 항으로 외부에서 인가되는 류 도와 

다른 방향 벡터들 그리고 유동장의 속도 분포와 자기장의 curl ( u×B ) 연산에 의해 주어지는 입력 항이

다. 3 차원 자기벡터 포텐셜은 모두 3 방향이므로 각 방향에 해 각각 수렴 해를 구하고 체 수렴 여

부를 따져 수렴이 확인되면 유동장에 액체 속의 속도 벡터와 로 츠 힘을 입력으로 주고 유동장을 재 

계산한다. 그 후 다시 자기벡터 포텐셜을 계산하여 자기 벡터 포텐셜과 유동장의 모든 수렴 조건을 만

족하면 그 시간 의 자기장 벡터를 B= ∇×A  식에서 계산하고 다음 시간 로 진행한다. 각 시간 별 

수렴 방법으로는 각( θ) 방향이 존재하는 3차원 문제이므로 주기  3 각행렬(periodic tri-diagonal 

matrix algorithm : PTDMA) 해법을 각 방향에 해 용하 다. 재의 EMFAC3D 코드에서 액체 

속의 이송 속도를 미리 정해진 상수값으로 가정하고 자펌 의 시변 자기장을 계산하 다. 교류 입력

원의 정해진 한 주기 계산이 종료하면 그 후 해석결과는 계속 반복 으로 연산되므로 해석을 종료하

다. 각각의 해석 시간 에 모든 방향에 해 자기 벡터 포텐셜을 계산한 후에 B= ∇×A  계식에 

의해 자펌  내부의 자기장 벡터를 계산하 다.

시 작

종 료

      초 기  입 력
 -  기 하 구 조
 -  유 동  초 기  속 도
 -  외 부  입 력  전 류

시 간 = 0

r  방 향  수 렴
( P T D M A )

z  방 향  수 렴
( P T D M A )

θ  방 향  수 렴
( P T D M A )

자 기  포 텐 셜 수 렴

유 동 속 도  입 력

종 료  시 간

예

아 니 오

다 음  시 간

예

아 니 오

r , z , θ   방 향  
자 기 장  계 산

그림 107 EMFAC3D 계산 흐름도

(다) EMFAC3D에 의한 자기장 해석

① 코드 검증

개발된 3차원 자기장 해석 코드인 EMFAC3D를 검증하기 하여 자기장 해석을 한 상용 코드

로 리 사용되고 있는 Quick Field와 3차원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quick field, 1999] Quick Fiel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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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칭 2차원 자기장 문제만을 해석하는 상용코드로써 EMFAC3D 코드의 해석  검증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아래 그림 108과 같은 단순한 구조의 자펌 를 가정하고 3상 교류 류가 외부에서 인가

되는 경우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크기  형상을 검증하 다. 자기장의 검증 계산을 해 유동장의 계

산으로부터 주어지는 액체 속의 속도 u는 모두 상수값 0으로 처리하여 자기장의 해석 결과를 비교

하 다. Quick Field는 축 칭 2차원 해석코드이므로 3차원 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등방성 3상 입력 

류를 가정하고 Quick Field의 2차원 해석 결과와 자체 개발된 EMFAC3D의 3차원 해석 코드 결과를 검

증하 다. 여기서 stator 1과 stator 2는 z 방향의 강한 자장을 형성시키기 한 강자성체( μ r=1000 μ0)

를 가정하 고 나머지 gap과 source (s1,s2,s3)는 투자율을 μ0로 가정하 다. gap 역에서 실제 액체 

속이 흐르는 유동이 발생한다.

Stator 1

s1 s2 s3

Gap (flow)

Stator 2

Stator 1

s1 s2 s3

Gap (flow)

Stator 2

그림 108 코드 검증용 단순 구조 자펌  단면도

EMFAC3D 코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아래 4가지 경우의 시험 자료를 선정하고 각각의 결과

를 검증하 다. 각 입력 류는 3상 교류 원으로 시간에 따라 s 1= J 0cos(ωt), s 2= J 0cos(ωt+2/3π),

s 3= J 0cos(ωt+4/3π)의 특성을 가지며 기 입력 조건으로 J 0= 1.0×10 2A/m 2
 의 값을 주었다. 다만 시

험 자료 0은 류 값 J 0가 직류 원이 3개의 원 coil에 모두 인가된다고 가정하 다. 나머지 시험 자

료 1에서 시험 자료 3은 각각 2/3π, 4/3π 상 차를 가지는 교류 원이 인가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2차

원 코드와 3차원 코드를 비교, 검증하기 하여 등방성 원을 가정하 다. 시험자료 0에서의 해석 결과

를 보면 모든 (r, z) 방향에서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상에서 색깔은 자기장의 도를 보여

주고 있고 스트림 라인이 자기장 벡터 성분을 의미한다. 붉게 보이는 부분이 높은 자기장 값을, 푸르게 

보이는 부분이 낮은 자기장 값을 가지고 있다. 상세한 비교 검증을 하여 z 방향으로 심  

(z=32.5cm)과 경계면에 가까운 값(z=60.5cm)에서 반지름 방향의 반경 방향의 자기 럭스(Br)와 길이방

향의 자기 럭스(Bz) 값을 검증하 다. Br 값에서 약간의 오차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 값이 매우 

은 역으로 유한요소법에 근거한 상용 코드와 유한체 법에 의한 EMFAC3D 코드의 노드를 완 히 일

치시키지 못하여 기인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각 방향  합성 자기력의 체 인 경향  해석 결과는 

모든 경우에 해 평균 으로 1～2%, 최  7%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비교 검증 

계산은 입력 원이 에 설명한 방식에 따라 각각 3상 교류 류에 따라 주어질 때 상용 해석 코드와 

EMFAC3D 코드의 해석 결과를 보여 다. 그리고 결과 그림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각( θ) 방향으로

는 모두 동일한 자기장의 분포를 보여 등방성 입력 원에 한 등방성 가정을 만족하는 3차원 결과가 

해석되었다. 그림에서는 비교 검증을 하여 길이 방향에 한 축 칭 반경 방향의 결과를 나타내어 상

용 코드 결과와 EMFAC3D 해석 결과를 비교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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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ick field 해석 결과

    

(b) EMFAC3D 해석 결과

 그림 109 시험자료 0의 자기장 분포

(a) Bz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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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r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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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시험 자료 0에서의 길이방향 심 에서의 반경방향 Br, Bz 분포 비교

(a) Bz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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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r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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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시험 자료 0에서의 길이방향 경계 근처에서의 반경방향 Br, Bz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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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ick field 해석 결과

    

(b) EMFAC3D 해석 결과

그림 112 시험 자료 1에서의 자기장 분포

(a) quick field 해석 결과

    

(b) EMFAC3D 해석 결과

그림 113 시험 자료 2에서의 자기장 분포

(a) quick field 해석 결과

   

(b) EMFAC3D 해석 결과

그림 114 시험 자료 3에서의 자기장 분포

② 등방성 시변 3차원 자기장 해석 결과

개발된 EMFAC3D 3차원 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시간 진행에 따른 각 시간 별 해석 결과는 다음 그

림들과 같다. 3상 교류 원이 인가되는 경우에 내부 유동 흐름이 없다면 주 수의 역수만큼 시간이 진

행된 후 다시 반복되는 주기 함수(sinusoidal) 형태의 자기장 변화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아래의 해석 

결과는 한 주 수 주기동안의 해석 결과에서 표 인 몇 경우를 나타내었다. 시간은 주 수에 따라 주

기 인 특성을 보이므로 주 수와 시간의 곱으로 무차원수를 도입하여 ωt=0에서 ωt=1까지 1/10씩 차

원이 증가한 결과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ωt=1은 다시 ωt=0과 같은 주기  해석 결과를 보이므로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았다. 재 유동장에서 계산되어야 속도를 상수값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입력 류

의 등방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해석 결과도 완 한 등방성을 보이게 된다. 즉, 단순화된 자펌 의 

시간 진행에 하여 EMFAC3D 자기장 해석 결과는 축 칭 2차원으로 축약된 결과와 동일하다. 따라

서 표 의 용이성을 하여 비교 검증 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2차원으로 축약된 형태의 결과를 표시하

다. 이 역시 모든 각( θ) 방향에 한 해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 기에 입력으로 가정한 등방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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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3차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만족함을 보이고 있다.

(a) ωt=0 인 경우의 자기장 분포
   

(b) ωt=1/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c) ωt=2/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d) ωt=3/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e) ωt=4/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f) ωt=5/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g) ωt=6/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h) ωt=7/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i) ωt=8/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j) ωt=9/10 경우의 자기장 분포

그림 115 등방성 시변 3차원 자기장 분포

③ 비등방성 시변 3차원 자기장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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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속의 속도 분포를 상수값으로 가정하여 자기장을 해석하 으므로 등방성 입력 류 가정을 

이용하여 3차원 인 효과를 완 히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개발된 EMFAC3D 코드의 3차원 해석 결과를 

보기 하여 입력 원에 한 비등방성 가정을 도입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 다. 축 칭 2차원 문제

와는 달리 입력 원이 등방성을 가지지 않고 각 방향으로 불연속 으로 입력 원이 주어지고 그 입력

원의 불연속성 형태가 시간 진행에 따라 바 는 경우에 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 다. 등방성 해

석 결과에서 축 칭 등방성 입력 원이 주어진 경우에는 모든 각( θ) 방향의 해석 결과가 동일한 등방성

을 보 으며, 비등방성 3차원 입력 원이 주어진 경우는 아래 반경 방향 단면 그림과 같이 각( θ) 방향

으로 입력 류 도에 따른 자기장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붉게 색칠된 부분이 입력 원이 

주어지는 방향에 근 한 노드로써 강한 자기장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푸르게 색칠된 부분은 입력 원

이 주어지지 않은 방향의 노드에서의 약한 자기장이 나타나는 해석 결과이다. 해석결과로부터 유추해 

보면 3차원  해석의 물리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입증하 다. 

그림 116  3차원 해석 결과 (길이 방향 심 에서의 반경방향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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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앞 에 기술된 연구 결과와 같이 단기 으로는 단계목표 그리고 장기 으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연구개발이 수행되었으며 연구 주제에 한 방법론의 선택  기존 자료의 활용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  활용성이 제고되고 목표달성을 한 연구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각 연구 주제의 특성을 사  분석하여 연구 주제  

목표에 한 방법론  자료를 이용하고 연계사항 처리를 시하여 그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활용성

을 높이도록 하 다. 

한 지난 단계까지 이룬 계통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 인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 액체 속로의 

문제  해결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우리 고유의 계통 개념을 창출하는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계통 

설계  성능특성을 분석하기 한 산체제를 개발하 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생산한 표 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규모의 효과로부터 건설비를 일 수 있도록 계통 주요기기 수를 최소화시킨 600 MWe 의 용량 

소듐냉각 액체 속로 설계개념(KALIMER-600)을 개발하 다. 유사 용량의 해외 설계개념인 SPX, 

Monju  EFR 등이 모두 다 능동형 안 계통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KALIMER-600 설계개념에서는 피동형 안 계통 개념이 채택되어 원자로의 안 성을 향상

시키고 일반 의 원자력에 한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우리 고유 설계개념이다. 이

와 같은 원자로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피동 잔열제거계통인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계통 설계개념을 독자 으로 개발하 으며 국내  미국, 일본에 특허를 출

원하 다.

- 소듐을 사용하는 원자로의 경우 소듐-물 반응 사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사고에 처하기 한 

부가 계통의 설치로 건설비가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소듐 냉각 액체 속로의 소듐 물반

응 발생 가능성을 근본 으로 배제하여 계통의 안 성을 향상시키고, 한 계통 단순화를 통하여 

건설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IHTS/SG 일체형 증기발생기 개념을 독자 으로 

개발하여 국내  미국,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 다. 한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 평가하기 하여 3종의 산코드를 개발하여 개발된 산코드를 로그램 등록하고 련논문

을 국내학회에 발표하 으며, 일체형 증기발생기 배치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학술지

에 게재하 다.

- 발 소 동 설계 기술개발은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KALIMER 노형 설계 개념의 

취약  확인  개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의 범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표 인 연구 결과로서는 풀형 액체 속로 피동 잔열제거계통의 잔열제거 개시 지연으로 인한 사

고 기 노심의 정 냉각능력 확보 취약성을 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개념인 IH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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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X를 일체형으로 하는 새로운 설계개념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 다.

-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연구는 KALIMER-600의 주요 기기인 자펌 의 맥동 상을 감시

키기 한 연구와 일차계통  이차계통 사이의 열 달을 담당하는 IHX의 설계 최 화를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자펌  맥동 상 주요 향인자 특성 분석  실험결과를 이용한 안정성 기 설정은 MHD 유동

에 향을 주는 인자들에 한 평가결과를 실제 자펌  설계에 도입하여 유동불안정에 따른 압

력  유량 맥동 상의 발생 기  인자(자기 이놀즈 수)를 설정하고 공개된 외국의 실험자료를 이

용하여 맥동 상의 특징  펌 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 펌  설계인자와 자기 이

놀즈 수와의 상 성 분석을 통하여 펌 에서 맥동 상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 을 제시하 다. 

  IHX 열유체 설계 최 화 방법론 개발은 열량과 압력손실에 한 Baffle의 설계인자 변화에 한 

민감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IHX Shell측의 주어진 제원 조건에서 최  열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Lagrange Multiplier 기법 용의 IHX 최 설계방법론을 개발하 다.

- 증기발생기 방폭계통 개념 비설정을 해 체 계통설계 개발차원의 설계 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요건을 비 설정하 으며, 계통의 구조  연계사항을 개발하 으며 측정방법에 

한 검토를 통해 출크기별 측정방법을 비 설정하 다. 노심 유로폐쇄 특성탐지를 한 연구는 

발생원인에 따른 물리  특성과 탐지 상을 악하고 각 탐지 상의 특성과 용성을 분석하여 

탐지 구조를 설정하도록 하 으며 각 탐지 상  온도소음기법과 음향소음기법에 해 용을 

한 요건을 비 설정하 다.

-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해석 체제 개선을 한 연구는 액체 속로 련 주요 열유동 상인 자연 류 

 열성층유동 상을 히 해석하기 하여 문헌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4가지 난류모델

(two-layer ε−k  모델,  ϖ−k  모델,  fvv −  모델  고난도의 이놀즈수 응력  열유속모델)을 

선택하여 해석하고,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액체 속로 유동해석 시 난류모델의 사용에 한 

이론  근거를 마련하 다. 

- 소듐과 물의 격한 화학 반응은 상 자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반응 /후반기에 합한 단순해

석 모형을 사용하여 자체 개발  보완된 SELPSTA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며, 본 연구단

계에서는 기 수행 연구에서 개선된 SELPSTA 코드의 과도 압력특성 해석기능 보완을 해 계통 

설계인자 변화시의 압력방출 상 분석을 통해 소듐배출탱크(SDT) 과도기 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실성 있으면서도 설계에 직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 다. 동 연구결

과는 국제 학술회의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유명 국외 학술지(JNST)에 게재하 다.

- 난류 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을 해 액체 속로 상부 pool에서의 유동특성 

 온도요동 진폭  주 수의 크기를 악하기 하여 이놀즈 응력  열유속 난류모델과 와

동 모사법을 사용하여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로부터 KALIMER 고온 풀(pool)에서의 

속도  온도 분포, 온도요동의 진폭의 크기  주 수 등에 한 자료를 산출하고 KALIMER 원

자로에서 thermal striping이 문제가 되는 역  이곳에서의 온도요동 진폭의 크기를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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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YS 재순환 운 모드 분석을 해 산기법에서 필연 으로 발생되는 truncation error를 근원

으로 없앨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용하 다. 한 증기발생기 외의 재순환계통 묘사는 

다양한 재순환 운  요건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 모형을 설정하 으며 재순환 계통의 SG 보조수

조의 액 제어 논리로는 KALIMER digital 제어계통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통상 인 제어기법

인 PID 제어 논리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논리를 개발하  사용하 다.

-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를 하여 설계 을 설정하고 설정된 설계 (design point)에서

의 PDRC 요구 제열용량  상호 보완 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열유체  설계인자 간의 상 계를 

모형화함으로써 계통 설계  분석을 한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해석 방법론의 산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경계조건  련 물리  상이 충실히 반 되도록 하여 개발된 산해석 코

드가 PDRC 계통 설계  향후 기본 성능요건 평가에 실제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 3차원 유동장 해석 코드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3차원 자기장 수치해석 코드를 유한요소 

기법으로 개발하 다. 두 개의 코드를 결합하는 방식은 자펌  내부의 소듐 유량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교번하는 펌 내의 자기력이 유동장의 이송 속도에 향을 주고, 이에 따라 계산된 유

동에 의한 자기력의 변화를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련 코드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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