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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내용

ㅇ연구목표

  경제성  안 성 향상을 한 계통설계 핵심기술 개발

ㅇ연구내용

   - 계통설계 기술개발을 한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발 소 동  설계 기술 개발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 계통설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검증  

 2. 연구결과

ㅇ3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계통의 경제성과 안 성이 향상된 계통설계 기술

개발을 한 략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피동 안 성을 확보한 KALIMER-600의 

설계개념을 설정하 음.

ㅇ3단계에서 수행된 유체계통 계통 산체제 개발은 원자로 계통설계에 필요

한 유체계통  기기설계  특성분석을 한 산코드를 개발하 음.

 3. 기 효과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는 신개념 원자로 설계개념 정립을 한 출발 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계통설계기술

   - NSSS 주요 각종 계통에 한 설계개념 정립  설계인자 설정 

   - 본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은 독창 이고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는 향후 제4

세  소듐냉각 고속로 국제 공동연구에서 기술  우 를 확보할 수 있는 

발 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유체계통 산체제 개발기술

   - 설계개념 정립에 활용

  - 신개념 계통 연구에 기본 설계 자료 생산  해석 방법으로 활용

  - 액체 속로 외의 원  설비  타 산업체에의 설계  해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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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유체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기술  측면

◦ 유체계통 설계 개발은 액체 속로 내의 열유체  상 해석의 단 기술

과 기기  계통에 한 engineering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계통을 꾸

며내는 integration 기술로서, 액체 속로 설계기술의 국내 확보에 필수

인 분야임.

◦ 액체 속로의 계측제어계통은 액체 속로 랜트 운 의 추 인 역할

을 담당하는 핵심계통이므로 디지탈 기술 도입에 따른 액체 속로 계

측제어계통은 컴퓨터, 통신,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인간공학 등 많

은 부분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함.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 이 필요하지 않고, 경수

로 사용 후 핵연료 장과 처분량을 획기 으로 감시킬 수 있는 액

체 속로의 개발이 요하므로 상용화 시 에서의 기술 속을 탈피하

기 해서 국내 고유모델 확립과 련 기술개발이 필수 임.

◦ 따라서 체계 ․장기 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경우 최소한의 투자를 통

해 선진국 수 의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단됨.

- 경제·산업  측면

◦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장기

으로 우라늄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 화하는 액체 속로의 도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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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속로는  시 에서 경․ 수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나, 2030년

경 이후에는 신설계 개념의 도입  에 지 수  환경 변화에 따라 경

제성을 갖출 수 있음.

◦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선진국을 심으로 400억$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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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에 따라 문인력의 계속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

황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을 제공하고 있음. 즉,

․선진국에서 입증된 기술의 경제 ․효율  도입 가능

․기술개발  외 력 추진 용이

․선진국들과 등한 계에서 연구개발의 능동  추진 가능

◦ 액체 속로 상용화시 상되는 막 한 경제 ․산업   효과를 고려

할 때, 선진국과의 력 하에 정 수 의 장기  기술개발 투자가 필

요함.

-사회·문화  측면

◦ 액체 속로 설계 기술의 핵심 분야  하나인 유체계통 설계 기술 확보

는 액체 속로 설계 기술의 국내 확보를 해서 필수 인 사항으로서, 

액체 속로 설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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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함으로 인해, KALIMER 제어실 설계 개념의 변화와 운 원 역할  

정보처리 특성의 변화가 래되고 있어서 신기술/기기의 용에 따르

는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 화된 운  정보제공 기능, 인 오류 방 기능, 유지보수 최 화를 

한 지원기능 등을 반 하여 고도화함으로써, KALIMER의 안 성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민 이해 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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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는 4단계로 구성된 장기 계획사업의 3단계 연구로서 연구의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 계통설계 기술개발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 KALIMER-600 계통 기본 설계개념 설정

+ 주요기기 개념설정  특성평가

+ 원자로 풀 내부 열유동 특성분석

+ 계통 감시기술 개발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 IHX와 SG의 일체화 개념 열 달 특성분석

+ 제어 구 성의 설계 개념 개발

+ 일체화 개념 기본특성 실험요건 설정     

+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기기 배치 특성평가

+ 실험결과  개발된 산체제를 이용한 일체화 개념 열유동 특성 평

가

    ∙발 소 동  설계 기술 개발

  + 계통 열용량과 제어성간의 상 성 평가  제어 응답성 개선

  + 원자로 내부 열유동의 과도 상 분석 

  + 원자로 내부 병렬회로 역류 과도 상 향 평가

     + 일차계통 자펌  성보완장치 성능요건 특성평가

  + 펌  정지사고 기 냉각성 제고 설계개념  개발  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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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 자펌

  + IHX

-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선

     + 류항 모형 고차화

  + 난류 모형 정 화

  + 개선된 해석체제의 평가  보완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산코드 개선

  + 계통배  상세묘사 기능도입

  + 압력 과도 모형 상세분석  보완

  + 압력방출 계통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기능보완

  + 실험결과를 이용한 과도 압력분포 특성  기포거동 특성평가 

   기능도입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 체 유동장의 요동 진폭 해석 체제 개발

  + 국부난류 요동 진폭  주 수 해석체제 개발

  + 실험결과를 이용한 해석체제 검증

    ∙계통 성능분석 산체제 개선

  + 계통 성능분석 산코드

  +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산코드

  + 자펌  자기장  유동해석 산코드

  + 피동잔열제거계통(PDRC) 설계  성능해석 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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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당해 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액체 속로 유체  계측제어 계통의 기본

개념 설정과 이에 필요한 유체계통 산체제를 개발하 다. 연구결과의 주

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계통설계 기술개발

해외 유사 원자로의 설계특성을 분석하고, 자체 인 창의  아이디어 

도입을 통한 계통설계 기술을 개발하여 과제 목표가 충실히 구 되도록 

다음과 같은 창의성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를 생산하 음.

- 지 까지 1,000MWt 이하 용량에 국한되어 용된 피동잔열제거계

통을 용량 원자로에도 용 가능한 피동 원자로 풀 직 냉각 계

통(PDRC) 개념을 자체 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 하 음. 

- 피동 원자로 풀 직 냉각 계통(PDRC)을 채택하여 원자로의 안 성

을 증진시키고 계통 용량 증진으로 발 단가를 감소시키는 

1,500MWt 용량의 KALIMER- 600 기본 설계개념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설계개념은 제 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

되었음.

- 소듐 냉각재를 사용하는 액체 속로의 신뢰도를 하시키고 건설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는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고, 건설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우리 고유 개념의 IHTS/SG 일체화 계통 개념(DTBSG)을 

개발하여 장기 으로 액체 속로의 경제성  안 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  등록하 음.

- 원자로 동특성 분석을 통하여 풀형 액체 속로의 피동잔열제거 계통

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기 노심 냉각성 해요인을 발견하

으며, 사고 기 노심 냉각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 설계개념

(IDINHX)을 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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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체계통 산체제

  계통 설계 개발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론을 개발  확장 강화

시키고, 개발된 산코드의 실험  검증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켜, 

체 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생산하 음. 구체 인 창의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음.

- 소듐 실험과제와 연계하여 소듐-물 반응사고시의 계통 압력거동  

압력방출 계통의 성능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SELPSTA코드를 실

험 으로 검증하고 해석모델을 개선하여 소듐-물 반응 해석 체제의 

완성도를 향상시켰고, 연구결과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 하 음.

- 세계 으로 완 하게 해석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난류요동 Thermal 

striping 상을 LES 난류모형을 사용하여 독자 인 해석방법론을 

개발하여 소듐 기술개발과제와 연계하여 실험  검증을 수행하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 음.

- 용량 자펌 에서 발생하는 압력맥동 상을 분석하고 자펌

의 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자펌  자기장 해석 코드를 개발하

고, 이를 범용 산유체 해석코드와 연계하여 다차원 MHD 유동장 

해석코드를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음.

- 계통 성능분석 산코드(LSYS)의 성능을 개선하여 노심 반응도  

원자로 특성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원자로의 제어 개념 설정을 한 

산코드를 완비하 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  측면

◦ KALIMER-600 계통 설계개념은 기존 경수로에 비해 용량 발 용 

소듐 냉각 액체 속로의 발 단가를 감소시키기 한 신개념 계통

연구에 기본 설계개념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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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형 액체 속원자로의 원자로 정지 기 냉각능력 향상을 해 개

발된 IDINHX는 KALIMER-600 설계개념의 안 성을 증진시키고 

계통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됨.

◦ 증기 발생기의 소듐-물 반응 상을 근원 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DTBSG 설계개념은 소듐냉각 액체 속로의 안 성을 향상시키고 

IHTS 계통을 단순화하여 액체 속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개발에 활용됨.

- 경제 사회  측면

◦ 독자 으로 개발된 신개념 계통설계 핵심기술은 향후 제4세  소듐

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에서 요한 국내 기술기여도로 

인정되어 공동 참여국의 연구개발 기여 부분에 한 비용 지불 없이 

도입하는데 활용됨.

◦ 자체 개발한 유체계통 산체제는 소듐냉각 액체 속로 뿐만 아니라 

납냉각로, 가스냉각로 등 다양한 원자로 계통설계  열유동 해석에 

활용됨.

◦ 계통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계통 설계기술은 원자로 계통 이외의 유

사 타 산업체 계통의 설계  해석에 활용됨.

◦ 개발된 기기 설계개념 설정  성능 해석 기술은 국내 화공설비 설

계  해석에 활용됨.

◦ KALIMER-600은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되

어 국제 으로 한민국의 연구개발 능력으로 과시하는데 활용됨.

◦ 독자 으로 개발한 PDRC는 사고 시 운 원 조작이나 능동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되는 완  피동계통으로 원자로의 안 으로 획기

으로 증 시킬 수 있어서 반핵 국민정서를 완화시키는데 활용됨.





- ix -

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 Technological aspects

◦ The development technologies of fluid system design for LMR are 

necessary for the settlement of domestic technology of LMR 

system design, because the technology is the integral technology 

to design fluid systems based on the technology of thermal and 

fluid dynamic phenomena in a LMR and the engineering 

technology for the system and its components.

◦ Since the I&C system for a LMR is the main part which plays a 

key role in a plant operation, the systematic researches for 

verifications of computer softwares, communications and ergonomic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 Since Korea is the country of which natural resources are very 

deficient, the development of a LMR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to be free from the dependence on the foreign 

supply of nuclear fuel and the storage problems of the spent 

nuclear fuel of PWR.

◦ Accordingly, in the case of the systematic and long-term R&D 

program for a LMR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high 

level technologi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can 

be secured with a minimum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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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 Considering the depletion of the fossil fuel supply and uranium 

resource, the deployment of a LMR is required to make the 

utilization of uranium resources very efficient under a long-term 

strategy.

◦ Even with the deficit of economics of conventional LMR technologies 

when compared to the LWR and PHWR, the disadvantage will be 

supplemented by the adoption of new design concepts and 

environmental changes for energy demand after 2030.

 ◦ During last 40 years, more than 40 billion $ of research fund has 

been invested on developed countries and, as results of the 

investment, the LMR technologies have also been developed 

extensively. However, the development program are currently in 

the stagnated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al reasons.

 ◦ In some developed countries like US, it has been hard to maintain 

the experts group continuously due to the diminution of investment 

on R&D program for a LMR development. These circumstances, 

however, give advantages mentioned below to the countries that 

departed later like Korea : ․Efficient and economical deployment of 

the proven technologi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Ease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echnologies and system 

development

․Possibility of active promotion in a R&D program with evenly 

balanced circumstance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 In the consideration of the expected economical and industrial 

implication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LMR technologies, the 

long-term investment on the R&D program is necessarily 

required through a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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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ies of fluid system design is 

one of the key fields of the system design of a LMR, and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domestic LMR design technologies. By the 

development of LMR technologies, the diversification and the 

progression of domestic nuclear technology, the refinement of 

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and diversifying and advancing of 

the nuclear technologies will be achieved. Accordingly,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will be competitive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 The application of the digital and network technologies on the 

I&C system of a LMR result in the change of the design 

concept of KALIMER control room, the role of operat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Based on the 

reasons, to resolve the probable MMIS issues in implementing 

new technologies and equipments, it is expected that public 

understanding for promising the nuclear safety and reliability is 

possible by enhancing the related I&C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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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research period is the third step of the total 4 consisted 

steps of the Mid and Long-term Nuclear R&D Program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of Korea and its 

detail scope is as follows.

 -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system design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system basic design

   + Setup of design concept of KALIMER-600 system

   + Setup of concept of main component and evaluation of characteristic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rmal and fluid flow in reactor pool

   +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inspection of system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IHTS simplification

   + Analysis of thermal characteristics of a concept of unification 

of IHX and SG

   + Development of design concept of control embodiment

   + Setup of requirement of experiment in basic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 concept

   + Characteristic analysis of SG thermal and fluid flow of 

unification concept

   +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onent arrangement

   +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 concept using   

experimental results and developed comput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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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dynamic design of plant

   + Evaluation of relation between system thermal capacity and    

characteristic of control and improvement of control characteristic 

of response

   + Transient analysis of thermal and fluid flow in the reactor

   + Evaluation of transient phenomenon of backward flow in 

parallel paths in the reactor

   +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requirement of inertia 

complementary device in EM pump of primary system

   + Development of design concept and performance analysis of 

enhancement of initial cooling in the event of loss of power  

to the primary pump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improve performance of major  

component

   + Electromagnetic pump

   + IHX

 -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system for fluid system

 ∙Advance in multidimensional detailed analysis system of thermal 

and fluid flow

   + Establishment high-order model of convective term

   + Assessment and complement of improved analysis system

 ∙Improvement of computational analysis system of system      

transient in the later phase of a SWR

   + Adoption of detailed describing function of system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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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ailed analysis and complement of pressure transient model

   + Complement of evaluation function of characteristic effect of 

design parameter of pressure relief system

   + Adoption of evaluation function of characteristic of transient   

pressure distribution and bubble behavior using experimental data

 ∙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 of the thermal striping by       

turbulent fluctuation

   + 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 of amplitude of fluctuation of 

entire flow field

   + 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 of amplitude and frequency of 

local turbulent fluctuation

   + Verification of analysis system using experimental results

 ∙Improvement of computational system for analysis of system     

performance

   + Computational code for analysis of system performance

   + Computational code for analysis of SG performance in IHTS/SG 

unification concept

   + Computational code for analysis of electromagnetic field and 

flow field of electromagnetic pump

   + Computational code for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P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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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basic concept of fluid and I&C system of KALIMER-600 was 

developed and the computer codes required to materialize system 

concept were also implemented through the R&D program of this 

period. The major R&D items for the area of fluid and I&C system 

developmen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 design technolog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for the 

similar reactor types developed in a foreign country, the system design 

technologies with adoption of the innovative ideas were developed. By 

using the technologies, the innovative and outstanding research outputs are 

also produced to make the project objectives clear as describe below.

- The unique concept of PDRC system, which can be easily adopted 

to a larger thermal rated reactor system of above 1,000MWt, was 

developed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ents were applied.

- The safety issues of KALIMER-600 were improved by using the 

PDRC system and the cost of electrical power generation was 

decreased by the up-rated core thermal output. The developed 

design concept of KALIMER-600 is currently one of the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reference reactor design in GEN-IV program.

- The IHTS/SG unified system concept(DTBSG) is the unique 

concept developed by KAERI, and it essentially prevented a SWR 

occurred in SG of LMR. Due to the advantages of a low 

probability of SWR,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LMR plant can 

be reduced, and the results of the R&D item to improve the 

economics and safety of a LMR are currently applied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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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analysis of dynamic or transient characteristics of the 

reactor system, the impediment factors of initial cooling of reactor 

that could appears in the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of a 

pool-type LMR was identified. The new design concept(IDINHX) 

which could improve cooling capability of reactor in early phase of 

the event was developed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ents are currently applied.

2. Computational system for the fluid system

With the development,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methodologies requir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development and 

design of the system and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er code, the excellent and innovative outcomes were produced as 

follows

- Through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SELPSTA code, 

which could analyz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pressure transient during the long-term period of a SWR event 

and pressure relief system, the improvement or refinement of the 

analysis model was performed in cooperation with the sodium 

technology group. Based on the work, SWR analysis code was 

improved and the results we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journals.

- The peculiar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thermal striping 

phenomenon caused by turbulent fluctuation was developed by 

using the LES turbulent model. It was experimentally verified in 

cooperation with the sodium technology group and a many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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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nalysis code for the electromagnetic field of EM pump to 

analyze the pressure pulsation phenomenon that occurred in 

large-scale EM pump and to improve its performance wa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multi-purpose CFD code of 

multidimensional MHD flow field was also developed.

- Through the refinement of the system performance analysis code 

(LSYS), the function of core reactivity control and the 

characteristics reactor type were added, and the computer code to 

simulate the concept of the reactor control was also added.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 Technological aspects

◦ The design concept of KALIMER-600 system is applied to the 

fundamental research items for the cost minimization of a larger 

thermal rated sodium cooled fast reactor.

◦ The IDINHX developed for improving the initial stage of passive 

DHR system for a pool-type LMR was deployed to improve the 

safety issues of KALIMER-600 design concept and the 

completion of system design.

◦ The design concept of DTBSG, which could substantially exclude 

a SWR in SG, improves the safety issues of a sodium-cooled 

fast reactor. The design concept can simplify the IHTS system 

and it can also be utilized to the development of new concept 

improving economics of a 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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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al and social aspect

◦ The analysis technology of the reactor core in a peculiar design 

concept is considered as momentous contribution of the 

technology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of GEN-IV program and 

it applied to the adoption of advance technologies of participated 

countries.

◦ The peculiar code systems of the fluid system for KALIMER- 600 

is applied to not only the system design and thermal and fluid 

flow analysis of sodium-cooled fast reactor but also those of the 

various reactor systems such as lead-cooled and gas-cooled 

reactors.

◦ The system design technologies which provide the methodologies 

of consisting and evaluating the system are deployed in the 

design and analysis of similar industrial systems except nuclear 

system.

◦ The developed technologies of the establishment of new design 

concept and performance analysis are utilized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domestic chemical plants.

◦ The selection of KALIMER-600 as the reference reactor of 

GEN-IV program demonstrates the capabil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Korea internationally.

◦ The PDRC system developed by ourselves is substantially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The system is operated without any 

operator action or active compon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DRC system can have a key role to relieve the anti-nuclear 

atmosphere by improving the safety issues of a LMR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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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에 지 자원의 안정  확보는  인류의 공통과제로서, 특히 부존자원

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안보와 련된 요한 문제이다. 장기 인 

에서 볼 때 화석연료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고, 자원이 특정지역에 편

되어 있으며, 공 이 국제정치의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공

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 화석연료는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에 의한 온실 효과와 질소, 황 화합물 등의 배출로 인한 산성비 등에 의

한 지구환경의 괴라는 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선진국

들을 심으로 하여 차 확 되고 있으며, 실질 으로 그린라운드 상 

등으로 인한 구체 인 규제로 우리에게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따

라서 경제성장에 따른 에 지 소비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우리의 상황에서 원자력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리1호기 가동을 출발로 하여 원자력 발 이 

수십여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재는 국내 발 용량  반이 원자력 

발 이다. 원자력 에 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원자력발

에 한 의존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

한 원자력 발  용량의 증가는 더 많은 양의 우라늄 연료의 확보를 요구

되게 되는 데, 우라늄연료를 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는 우라늄 연료의 확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연

료의 효율 인 활용 방안의 강구가 필연 으로 두될 수밖에 없다. 한 

원자력 발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장문제에 한 장

기 인 에서 해결방안의 필요성 역시 더욱 더 두되게 된다. 액체

속로는 련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하여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을 경수로보

다 약 60～70배 정도로 높일 수 있어 우리나라 원  가동을 한 우라늄 

자원의 원활한 확보에 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한 액체 속로를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고  핵연료 폐기물량을 획

기 으로 일수 있어서 국내 폐기물 최종 지층 처분장의 가용 효율성도 

크게 증 될 수 있다. 이러한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국내의 상용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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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로 건설은 필연 이다. 그러나 핵연료 재순환 주기를 염두에 둔 고속

로의 추진은 재로서는 국제 인 여건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므

로 일차 으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형의 개념으로 고속로인 액체 속

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액체 속로는 기

존의 노형에 비하여 성능이 더욱더 개선된 노형, 즉 고유 안 성이 확보되

고, 경제성이 증진되며, 높은 발 소 효율의 도달로 환경에 미치는 향을 

이고 핵확산 항성이 높은 성능을 지니는 액체 속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액체 속로를 개발하기 하여서는 기본 으로 국내에 액체

속로 기술이 개발 축 되어야만 한다. 액체 속로 기술은 지 의 세계

인 기술 블럭화 추세로 보아서 액 로 선진국으로 부터의 기술이   확

보의 어려움으로 기술의 속화가 상되며, 한 해외 원자로 업계의 불

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으로 인하여 우리의 첫 상업 액체 속로 

건설시에 외국 기술의 지원 폭이나 깊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할 경우, 국내의 액체 속로 기술의 개발  축 이 필요하다.

액체 속로에 필요한 기술을 세분화하여 보면 이는 단 기술과 단 기

술을 조합하여 계통을 꾸며내는 integration 기술로 구분되는 데, 국내에 

시 하게 필요한 기술은 무엇보다도 단 기술을 히 조합  용하여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는 계통설계를 구성하는 integration 기술이다. 유체

계통 설계 개발은 액체 속로 내의 열유체  상 해석의 단 기술과 기

기  계통에 한 engineering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계통을 꾸며내는 

integration 기술이다. 한 액체 속로의 계측제어계통은 운 원을 비롯한 

작업자와 랜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 계통의 계측  감시, 시스템 운

을 한 효율  제어, 안 상태의 유지를 한 보호 등, 액체 속로 

랜트 운 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계통이며, 액 로 랜트의 안

성  신뢰성 확보에 매우 요하다. 디지탈 기술 도입에 따른 액체 속

로 계측제어계통은 컴퓨터, 통신,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인간공학등 많

은 부분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각 계통을 종합하는 경우 

운 원과 기계와의 연계 (Man- Machine Interface)가 최 화 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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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디지탈 기술  네트워크 등을 액체 속로 계측제어계통에 

용함으로 인해, KALIMER 제어실 설계 개념의 변화와 운 원 역할  정

보처리 특성의 변화가 래되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기기의 용에 따르

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Human- Machine Interaction)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 화된 운  정보제공 기능,  인 오류 방 

기능, 유지보수 최 화를 한 지원기능 등을 반 하여 고도화함으로써, 

KALIMER의 안 성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민 이해증진에 기여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액 로기술 개발 

3단계 연구로 액 로 계통의 개념설계 개발과 이에 필요한 방법론 개발의 

연구가 기획되고 수행되었으며 이에 세부 인 연구 내용  범 는 다음

과 같다. 

 - 계통설계 기술개발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 KALIMER-600 계통 기본 설계개념 설정

     + 주요기기 개념설정  특성평가

     + 원자로 풀 내부 열유동 특성분석

     + 계통 감시기술 개발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 IHX와 SG의 일체화 개념 열 달 특성분석

     + 제어 구 성의 설계 개념 개발

     + 일체화 개념 기본특성 실험요건 설정     

     +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기기 배치 특성평가

     + 실험결과  개발된 산체제를 이용한 일체화 개념 열유동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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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소 동  설계 기술 개발

     + 계통 열용량과 제어성간의 상 성 평가  제어 응답성 개선

     + 원자로 내부 열유동의 과도 상 분석 

     + 원자로 내부 병렬회로 역류 과도 상 향 평가

     + 일차계통 자펌  성보완장치 성능요건 특성평가

     + 펌  정지사고 기 냉각성 제고 설계개념  개발  성능분석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 자펌

     + IHX

 - 유체계통 산체제 개발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선

     + 류항 모형 고차화

     + 난류 모형 정 화

     + 개선된 해석체제의 평가  보완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산코드 개선

     + 계통배  상세묘사 기능도입

     + 압력 과도 모형 상세분석  보완

     + 압력방출 계통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기능보완

     + 실험결과를 이용한 과도 압력분포 특성  기포거동 특성평가 

    기능도입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 체 유동장의 요동 진폭 해석 체제 개발

     + 국부난류 요동 진폭  주 수 해석체제 개발

     + 실험결과를 이용한 해석체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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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 성능분석 산체제 개선

     + 계통 성능분석 산코드

     +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산코드

     + 자펌  자기장  유동해석 산코드

     + 피동잔열제거계통(PDRC) 설계  성능해석 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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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황

액체 속로는 30여년간의 개발기간과 250 원자로․년의 운 실 이 쌓

여진 상용화 직  상태의 노형으로, 이에 따른 유체계통 설계 기술 역시 

해외에서는 기술의 상업  실용화 직 단계까지의 기술이 개발되어있다.

국내의 액체 속로 경험은 LWR 노형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상태로서 

단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만 이에 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그 연구도 

원자력 장기 연구계획에 의한 본 연구가 진행되기 에는 그 연구 활동

이 미약하여 외국의 동향의 악  액 로 기 기술의 조사  습득 수

에 머물러 있었으며 본 연구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액 로 계통 설계 기

술에 한 구체 인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의 유

체계통 설계 개발에 한 국내외의 구체  기술개발 황은 다음과 같다.

제 1  국외 연구기술개발 황

액체 속로는 50여년간 약 500억$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하 고, 약 

250 원자로․년의 운  실 을 쌓은 실용화 직 의 기술로서 ’60-’70년 에

는 고갈이 상되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  이용과 경수로  농축기술의 

미국 의존 탈피를 해 원자력선진국이 액체 속로를 개발하 다. ’80년  

이후에는 액체 속로의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으며, 고유

안 성이 강조된 노형을 개발하 고,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소멸처리  

핵무기용 루토늄 연소로로서의 활용가능성에 한 연구를 추진하 음. 

’90년  이후에는 소듐 액체 속로의 설계개념 신에 의한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

미국은 ’01년 5월 발표한 신 국가 에 지 정책보고서에서 핵확산 항

성을 제고하는 핵연료 conditioning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기

존의 정책을 재검토하 고, 국제공동으로 재처리  핵연료 처리기술 개발

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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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 10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

여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진행 

이며, 미국은 제4세  원자로(GEN-IV) 개발과 AFCI를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와 방사능 독성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5년 12월에 있었던 원형로 MONJU에서의 소듐 출사

고 이후, 사고 자체의 성과 JNC의 부 한 응으로 국민의 불신감

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액체 속로 연구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 

반에 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이의 일환으로 일본원자력 원회는 ’97년 1

월 『고속증식로 간담회』를 설치하 고 MONJU의 향방과 액체 속로 개

발방향에 하여 폭넓은 심의를 실시 다. 이의 결과로 고속증식로 개발과 

이를 포함하는 경제성 있는 핵연료 주기는 완성되어야 하며, 고속로 실용

화에 하여는 실용화 시기를 비롯한 개발계획에 해 안 성과 경제성을 

지속 으로 추구하고 장래의 에 지 상황에 유연하게 처함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재 2015년경 실용화가 가능한 고속로 핵연료 주기기

술 선정을 목표로 규모 로젝트인 고속로 주기의 실용화 략 조사 연

구를 수행 이며 실험로인 JOYO와 원형로인 MONJU를 보유하고 있다.

랑스는 ’98년 4월 정부․NERSA사 (Super-Phenix 운 ․ 리 컨소시

엄)간 의를 통해 랑스 력공사(EDF) 주 으로 ’99년 8월부터 

Super-Phenix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유럽통합 상용노형으로 개발하여 왔

던 EFR 설계는 ’98년말 기본설계 완료 후 단함. 한편 300MWe  원형

로 Phenix를 설계변경하여 이를 이용한 장수명 핵종 변환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원형로 BN-600이 운 에 있으며, 재 2010년 이 에 건

설 완료를 목표로 실증로 BN-800 건설에 착수하 으며 국은 25 MWe

의 실험로 CEFR을 건설 으로 이를 2005년에 완공할 정이며, 2005년

에는 300 MWe  원형로 설계에 착수하고 2010년에 1,000～1,500 MWe  

형 실증로 설계에 착수하여 2025년에 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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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재 15 MWe  실험로를 운  에 있으며 2003년 8월에 500 

MWe  원형고속로 건설에 착수하여 2010년에 최  임계를 계획하고 있

으며 이후 1,000 MWe  고속로 4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IAEA는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통하여 2050년경 상용화가 가능한 원자력시

스템 개발을 추진 에 있다.

한편 최근 국제 으로 안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한 

기후 약의 발효로 에 지 소비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우

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 이 환경 친화형의 추 인 에 지원이 될 것이

다. 원자력 발 의 증가로 우라늄자원의 효율 인 활용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장  처분량 감방안으로서의 소듐냉각 고속로연구개발

의 요성은 증 될 것으로 단된다.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92년부터 ’96년까지 수행된 액체 속로 개념안 개발  요소기술 연구

에 이어 지난 ’97년  장기 연구개발 계획 기획시 원자력 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액체 속로 원형 실증로 건설을 한 개념, 기본  상세설계

의 1, 2, 3단계 10년 계획(’97～’06)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98년 재기

획시 국내외 변화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목표를 에 지 자원의 

획기 인 확충  처분폐기물량의 감축을 한 액체 속로 개발 기술 확

보와 향후 실증로 건설에 비한 후보모델 개발  기본 설계로 수정하

다. 이후, STEPI 주 의 ’98년 10월 보완기획  과기부 주  ’98년 12월 

정 평가에 따라 과제명을『액체 속로(KALIMER) 개발』에서 『액체

속로 설계기술개발』로 변경하 다. 한 세부과제인 『노심설계 기술개

발』과제에 속핵연료개발』분야를 포함하 고,『유체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개발』,『기계설계 기술개발』,『안 해석 기술개발』과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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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은 설계 기반기술 확보  원자로 계통의 기본설계 개발수 으로 

축소하 다. 『소듐기술개발』은 연구시설  장비를 축소하여 수행하고, 

실증기술보다는 설계기반기술 확보에 필요한 실험을  추진하도록 변

경되었다.

’0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2～’06) 에서는 액체

속로 략 핵심기술 개발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

고 국제 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1~3단계 (’97~’04)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상용화에 비

한 핵심기술과 신개념 KALIMER 원자로 모형을 개발하 다.

재 KALIMER는 제4세  원자력시스템 개념  액체 속로 분야에

서 일본의 JSFR 원자로와 함께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한 참

조노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원자력계 장기비 을 수

립하기 한 국가 원자력기술지도 작성을 통하여 향후 집 으로 개발해

야 할 원자로형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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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계통설계 기술개발

1.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가. KALIMER-600 계통 기본 설계개념 설정

1) 해외 계통개념 특성 평가

가) PHTS

  본 연구의 목 은 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액체 속

로 일차열 달계통(Primary Heat Transport System)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액체 속로의 PHTS를 악하는 것은 

보다 향상된 개념의 액체 속로를 개발하는데 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형  2차계통 단순화 개념의 표 인 액체 속로를 

심으로 노형별 PHTS 특성을 분석한다. 노형별 PHTS 특성 분석은 미

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PRISM [GE, 1986], 랑스에서 개발되어 운 경

험이 있는 Super-Phenix [Novatome, 1986], 일본에서 개발을 시도했던 

MDP(Modular Double Pool) [김 철 외, 1997]  최근 제4세  

[Generation-IV, 2001] 액체 속로로 제안된 노형들에 국한한다. PRISM

은 소형, modular 형태의 표 인 노형으로, Super-Phenix는 용량, 상

업로 크기의 표 인 노형으로, MDP는 2차계통을 단순화한 표  노형

으로 본 연구에서 선택되었다. 이들 노형의 PHTS에 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최석기, 2002]에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들 노형에 한 평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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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한 평가결과을 종합하여 보면, (1) PRISM PHTS설

계는 국내에서 개념설계 개발이 이루어진 KALIMER-150의 PHTS 설계

와 유사한 것으로 소형로의 개념으로서는 한 것으로 평가 된다. (2) 

MDP의 PHTS에서는 펌  정지 시 노심냉각을 하여 의존하여야하는 자

연 류의 구동력이되는 자연 류 head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이는 PHTS  IHTS가 동일공간지역의 용기 안에 수용됨으로

써 열침원이 되는 SG와 냉각 상인 노심간의 상  치차이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MDP의 구조는 IHTS 배 을 

제거한 장 이 있기는 하나, 물이 있는 SG와 소듐이 있는 PHTS가 서로 

인 한 공간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SG 열  설 사고의 향이 PHTS

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단 이 있기도 한다. (3) 

Super-Phenix의 PHTS는 냉각펌 를 기계식을 사용하고, 잔열제거에 

PHTS 용기가 열면 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조이기에 용량에 한 

구조로 평가된다. (4) Generation IV에 제안된 노형들은 용량 경우는 

납-비스머스를 PHTS 냉각재로 사용한다는 특성을 지니며 소용량 경우는 

소용량의 특정목 에 합한 구조로서 일반 인 력생산 목 인 계통에 

용하기는 체 으로 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납을 냉각

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납-비스머스의 사용에 따른 부수 인 문제 들의 

해결기술  방법이 요구된다.

나) IHTS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의 차원에서 GEN-IV 로그램에 제시된 여러 

새로운 원자로 개념 에서 액체 속로 IHTS 계통의 신설계 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의 장단 을 악하 고, SWR을 비한 PRS를 심으로 

안 성과 경제성 등의 특성과 설계 개념을 평가하 다. 분석 상범 는 

GEN-IV TWG(2001, 4월) 로그램에 제시된 원자로 개념을 상으로 하

다[김의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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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사가 개발한 S-PRISM의 경우 간계통의 안 등 화, 안 등  

잔열제거목 의 ACS, SWRPRS (Sodium 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의 Rupture Disk 치를 증기발생기 상부가스 역에 설치

한 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설계특성은 SWR 사고 후에도 IHTS와 증기

발생기를 이용하는 ACS계통에 의해 잔열제거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기 한 것으로서 단일 IHTS루 를 사용하는 원자로의 안 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설계개념으로 여겨지나, 비용 상승과 반응물의 순환으로 

IHX 튜  폐쇄, 규모 출에 한 비가 미비한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Clinch River Plant  이 의 PRISM은 SG하부에 Rupture Disk가 설

치되어 있고, EFR의 경우는 SG상,하부 소듐 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한 EFR의 경우 설정압력치도 하부 0.6MPa, 0.9MPa 로 낮은 값으로 설

정되어 있어 사고 기의 Pressure Wave에 의한 압력하 이 최고치에 도달

하기 에 열되도록 하여, 사건을 조기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각 노형

의 SWRPRS Rupture Disk의 설계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CRBRP PRISM-APRISM-B S-PRISM EFR KALIMER

설치 

치
SG하부 SG하부 SG하부

SG상부

cover gas
SG상,하부(2개) SG하부

설정치
2.24MP

a
2.0MPa N/A 0.1MPa

0.9MPa (상)

0.6MPa (하)
1.5MPa

비고
소듐배출 

용이

◦ 증기/물 방출로   

반응종결

◦ Small leak       

발생시 IHTS     

소듐으로 발 소  

 냉각

◦ 하부 R/D      

먼  열

◦ 과압 지속      

진행시 추가로  

 상부 R/D 열

표 3.1 노형의 SWRPRS Rupture Disk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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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GS

평가 상 노형은 개념설계 는 발 소 건설이 완료된 해외 액체 속

로(PRISM, EFR, MONJU, CRBRP)와 최근 GEN-IV Project에 제안된 

개념을 상으로 하 다. 각 노형에 한 평가는 증기발생계통의 특징을 

표하는 증기사이클, 열  형상, 열 재질, 설계여유도, SG의 안 등

분류, 그리고 열 의 설계 특성에 해 검토하 다. 과열증기사이클은 

액체 속로의 고온 특성을 이용하여 발 소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평가되며, 임계증기사이클은 고온/고압 조건에서 기 할 수 있

는 효율개선 효과와 작동온도 상승이 기기의 건 성에 미치는 향과의 

정량 인 비교가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단된다. 

열  형상은 SWR을 비한 안 성 증진 에서 제작  유지 보

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열 과 용 부 가 상 으로 은 나선형 

열 이 소듐냉각 액체 속로에서는 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열 의 

재질은 520 ℃이하의 조건에서는 2.25Cr-1Mo 이나 9Cr-1Mo합 의 사용

이 가능하지만, 임계증기사이클에서는 고온에서도 양호한 기계  성질이 

입증된 9Cr-1Mo 사용이 한 것으로 단된다.이와 같은 외국 노형에 

한 평가를 통해 KALIMER-600 설계특성에 가장 한 증기발생계통

의 개념을 설정하 고 여기에서 설정된 개념에 한 특성평가를 통해 설

계개념 개발이 이루어졌다. 

PRISM 

Mod-A
EFR MONJU CRBRP

열용량,  MWt 471 600 240 471

증기사이클 Saturated Superheated Superheated Superheted

열  형상 Helical Straight Helical Straight

열  재질 2.25Cr-1Mo 9Cr-1Mo
 2.25Cr-1Mo 

/ SS321
2.25Cr-1Mo

열면  여유도, % 20 10 - 10

Safety Class 2 1 - 2

SG 설계수명, 년 60 60 - 40

표 3.2 해외 노형의 SG 설계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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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HRS

3단계 연구를 통해 열출력 1,500 MWt의 KALIMER-600의 피동 잔열

제거계통으로서 pool 직 냉각 방식 개념을 활용한 완  피동 개념의 

PDRC 계통 개념을 개발하고 이에 한 작동 개념 설정  계통 설계를 

완료하 다.

액체 속로의 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 형태  열출력에 따라 계통 구

성  열제거 방식에서 많은 특성 차이를 나타낸다. 해외 각국에서 개발 

이거나 기 개발된 노형들을 제시하고 있는 GEN IV 로그램 TWG에 

기술된 각 노형을 정격출력  사용 냉각재에 따른 잔열제거 방식으로 간

략히 분류한 결과, 크게 미국 GE에서 개발하여 PRISM  Super PRISM 

등에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용기 직  냉각방식(RVACS)과 유럽에서 개발

하여 SPX  EFR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 pool 직  냉각 방식 

(Direct Reactor Cooling System ; DRC)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은 GEN-IV 로그램의 다양한 제시 노형들을 노심 열출력별 

잔열제거 방식을 분류하여 도시한 그림으로, 체 으로 원자로용기 직

냉각 방식은 1,000 MWt 이하의 소형 원자로에서 주로 사용되며, 1,000 

MWt 이상의 용량 원자로형에 해서는 주로 풀(pool) 직 냉각방식의 

잔열제거계통 개념을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완  피동 개념의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는 풀(pool)형 액체 속로의 

계통 특성을 반 하여 우리 고유의 개념인 PDRC 계통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한 설계  분석을 수행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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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잔열제거 방식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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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통종합

평가된 해외 계통 개념은 일반 으로 자신의 개발 목 에 충실하도록 

그 구조가 되어 있으며 한 계통 개념이 모든 사용 목 에 한 것은 아

님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신개념 계통 개발에 주목할 만한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소형 노형 목  : Super PRISM의 공간 집약 인 NSSS 구조

- 용량 목  : 원자로 용기와 잔열제거 계통의 분리 개념

- 용량별 잔열제거 방법 : 그림 3.1의 결과

- 소듐-물 반응사고 처계통 : Super PRISM의 SWRPPS 치

2) 용량에 따른 계통 구성 특성 평가

가) PHTS

본 연구에서는 용량에 따른 PHTS(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구성특성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통설계 개념인 KALIMER-600의 

PHTS의 설계개념을 KALIMER-150과 비교하여 서술한다. KALIMER-600

은 기출력 600MWe, 열출력 1,500MWt으로서, 기존의 KALIMER-150 

보다 기출력이 4배로 증가하 다. KALIMER-600은 KALIMER-150과 

동일한 pool형 원자로이고,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한다. 냉각재 순환펌 는 

KALIMER-150과는 달리 자펌  신에 기계식 원심펌 를 사용한다. 

IHX는 KALIMER-150과 동일한 형태의  배 이 도넛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쉘과 튜  형태의 열교환기를 사용한다. KALIMER-600의 PHTS은 

KALIMER-150과 동일하게 2개의 루 로 구성되어 있다. KALIMER-150

에서는 1개의 루  당 자펌  2 , IHX 2 로 구성되어 있으나, 

KALIMER-600에서는 1개의 루  당 IHX 2   기계식 펌 1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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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펌 의 수를 인 것은 KALIMER-600에서 도입된 잔열제거

계통인 DHX가 있어, 원자로 내부 기기배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다. 

한 KALIMER-600에서 기계식 펌 를 사용한 것은 용량 유량에서 자

펌 를 사용하면 생되는 유동의 불안 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표 3.3은 

KALIMER-150과 KALIMER-600의 일차계통 용양별 주요 설계변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나) IHTS

액체 속로의 용량이 격상되면 IHTS배  개수, 배 의 thermal rating 

등이 변경되고, 결과로 배  내 유량, 직경 등이 바 게 되어 이에 따른 

계통구성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KALIMER에 비해 용량이 4배 격상된 

KALIMER-600의 간열 달계통 (IHTS) 을 구성하고, 특성을 평가하

다. 

KALIMER-600의 IHTS는 기존 KALIMER-150[김연식, 1999]과 동일

한 기능과 주요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격 열제거량, 경제성 등을 고려

한 loop 구성에서 차이 이 있다. 간열 달계통은 PHTS 에서 SGS 으

로 열을 달하기 한 계통으로써, 원자로내 IHX의 배치와 BOP 배치, 

격납 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IHTS loop 개수는 2개이고, 각 loop의 정

격 열제거량은 763.4 MWt이다. 각 loop의 주요기기는 간열교환기 각기 

2 , 순환펌 , SWRPRS 등으로 구성되고 766.1 Mwt  증기발생기 1

에 배 으로 연결된다. 배 의 배치구성은 그림 3.2와 같으며, IHTS 계통

의 소듐은 KALIMER-150에서와 같이 자펌 로 순환되고, loop의 온

에 설치한다. 각 loop의 배 직경은 정격 열제거량과 열팽창, 소듐에 의

한 침식과 부식 등으로 제한을 받는다.  각 loop의 고온 은 2개이고, 온

은 구경 1개에서 소구경 2개로 분기하여 각각의 간열교환기에 연결

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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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 KALIMER-600
KALIMER-15

0

열용량 (MWt) 1525.3 392.2

루  수 2 2

펌  수 2 2

펌 형태 기계식 원심펌 자펌

IHX 수 4 4

IHX 형태
Dougnht 형 

Shell and Tube

Dougnht 형

Shell and Tube

노심출구온도, ℃ 544.7 530.0

I노심입구온도, ℃ 370.0 386.2

표 3.3 일차계통 용량별 주요 설계변수들



- 20 -

그림 3.2 KALIMER-600 IHTS 계통구성 수평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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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GS

용량에 따른 증기발생기의 필요 열면   열 다발의 설계 특성을 

심으로 평가하 다. 열용량에 따른 SG 필요 열 달 면 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열  길이를 조정하거나 열  수를 조정함으로써 요

구되는 열 달 면 을 구  할 수 있다. 열  길이를 조정하면 열 에

서의 압력 손실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손실을 유지하기 해

서는 열 의 내경/두께 등도 함께 조정되어야 하고, SG의 외형높이  

직경도 함께 변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형상의 열  수만을 조정해서 필

요 열면 을 구 하면 SG의 외형높이 변화는 없고 단지 늘어나는 열

 수에 따라 SG의 직경이 변하기 때문에 열  수를 조정하는 방법으

로 증기발생기의 외형크기를 계산하 다. 

그림 3.3에 SG용량이 변할 때 열  수에 따라 열면 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열  길이에 한 계산결과를 도시하 다. 그림에서 선은 기

경우에 해당하는 열  길이(약 60 m)를 나타내는 것으로 SG용량이 

변할 때 일정 열  길이를 유지하기 해서는 용량변화에 정비례한 

열  수 조정이 필요하다. 즉, 200 MWt의 증기발생기에서는 약 60 m 

열 이 186개가 필요하고 용량이 2배(400 MWt)인 경우는 372개의 열

이 필요하다. 용량에 따른 SG 외형크기는 계산에 사용된 가로/세로의 

피치, 번들 높이, 내부 원통  직경을 비롯하여 SG 셀 두께  열  코

일기울기 등은 KALIMER-150의 설계 값을 사용하 는데, 그림 3.4에 나

타낸 것처럼 SG의 열용량이 200 MWt에서 700 MWt의 범 에서 변할 

때  SG의 외경은 약 2.5 m - 4.3 m, 반경방향으로의 코일  수는 15  

- 33 의 변동 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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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HRS

풀(pool) 형 액체 속로 잔열제거계통은 원자로 열출력에 따라 계통 

구성  열제거 방식에서 많은 특성 차이를 나타내므로, 해외 노형의 피동 

잔열제거계통에 한 분석  기 수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열 증진 설

비 등을 활용하는 제열성능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원자로 열출력별로 가능

한 잔열제거계통 설계 개념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KALIMER-600 피동 잔열제거계통 설계개념 개발에 활용하여 독창  개념

의 피동 잔열제거계통 개념을 도출하고 국내  국제 특허를 출원하 다.

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인 노형들에 하여 원자로 열출력에 

따른 잔열제거계통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노형들은 원자로 출력 

 계통 특성에 의해 고유의 잔열제거계통을 갖추고 있으며, 부분의 경

우에 안 성을 고려한 자연순환 방식의 노심 붕괴열 제거계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VACS 방식의 피동 잔열제거계통을 용한 열

출력 392.2 MWt의 KALIMER-150을 기 으로 원자로 열출력 격상시의 

제열성능 향상을 해 공기 냉각유로에 복사구조물을 설치하여 제열용량 

증진  이에 따른 가능 최  열출력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복사구조

물 설치에 의해 증가하는 제열용량은 원자로용기(RV) 크기  운 온도

의 함수로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어재 , 2002], 이를 활용하여 

KALIMER 열출력 격상시의 원자로 설계시의 가능 최  열출력을 그림 

3.5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따라서, RVACS 형태의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는 소듐 냉각 원자로의 

경우에는 경제성을 고려할 때 원자로 직경은 약 12m, 이 때의 원자로 열

출력은 약 1,000 MWt가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해외 계통개념 검토 결

과[어재 , 2002]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체 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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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복사구조물 설치시의 가능 최  열출력 비교

따라서, 본 연구단계  기 수행 연구[어재 , 2002]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RVACS 형태의 잔열제거계통은 제열용량 

 경제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열출력 1,000MWt 이하의 소형 원자

로에 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열출력 1,000MWt 이상의 / 용량 원자로 

설계시에는 잔열제거 목 의 제열용량  경제성 확보를 해 pool 직  

냉각 방식 (DRC)의 잔열제거 계통 용이 함을 확인하 다. 한편, 

Pool 직  냉각방식의 잔열제거계통인 DRC (Decay heat Removal 

Circuit) 계통은 제열성능 측면의 열면  확보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VACS 형태의 잔열제거 방식과 비교하여 용량 원자로 설

계시에 한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단계에서는 열출력 1,000MWt 이상의 용량 원자로 

설계시 요구되는 제열용량 확보를 해 용량 원자로에 합한 완  피

동 개념의 pool 직  냉각방식 잔열제거계통 (PDRC) 개념을 개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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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특성 등의 분석을 수행하 다. PDRC 개념은 원자로 풀 역에 소듐-소

듐 열교환기 (DHX)를 설치하고 이를 원자로 건물 상부에 치한 소듐-

공기 열교환기 (AHX)와 별도의 제열용 소듐 루 로 연결하여 열 유입부

와 열 제거부 사이의 소듐 도차에 의한 자연순환 방식을 활용하여 계통

의 열을 최종 열침원인 기 으로 제거하는 완  피동 개념의 잔열제거

계통이다.

PDRC 계통의 소듐-소듐 열교환기는 고온 pool이 아닌 온 pool 상부에 

설치되어 정상운  에는 고온 소듐과의 직  을 방지하고, 정상 열

제거원 상실 사고 발생시에만 고온 소듐의 직  에 의한 본격 인 열

제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정상운  의 열손실을 최소화 

하고, PDRC 루 의 소듐 응고 방지를 하여 DHX 열  표면의 방사율 

(emissivity) 조  등을 통해 정상운  에는 기 으로의 최소한의 열 

손실만을 허용하는 신 인 개념이다. 특히, 제열용 소듐 루 의 차단 밸  

는 AHX 공기 유로의 퍼 (damper) 등의 제거를 가능  하여 비상시 

운 원 조치 는 구동 신호(operation signal) 등을 배제시키는 완 한 피

동 개념의 용이 가능한 용량 잔열제거계통 설계개념으로 개발되었다.

마) 계통종합

용량에 따른 NSSS 각계통의 구성 특성에 한 평가를 해외 신개념을 

포함한 여러 노형들에 하여 수행하 으며 이 결과 PHTS, IHTS  

SGS 는 요구되는 설계기술이 용량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에 비하여 

RHRS는 용량에 따라 그 설계 방식의 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하 으며 특

히 피동 잔열제거 방식에서는 용량 증 에서의 용한계가 있게 되는 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를 통하여 용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 피동잔

열제거 방식인 새로운 설계 개념인 PDRC 설계 개념을 개발하 다. 이와 

같은 용량에 따른 구성 평가결과는 다음 항에서 설명되는 연구인 “3) 신

개념 계통 설계개념 개발”의 출발 으로 활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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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개념 계통 설계개념 개발

가) 유체계통 개념 설계 기   요건 설정

본 연구항목에서는 KALIMER-600의 최상  설계요건을 토 로 안

성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는 설계 개념의 구 이 가능하도록 유체계통 

개념의 설계기 을 설정하 다. 각각의 유체계통 설계를 수행하기 한 

반 인 계통설계 에서의 유체계통 설계 안내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안

내서의 지침에 하는 각 계통의 설계요건 설정을 완료하 다. 계통 설계

요건은 PHTS, IHTS, SGS. RHRS, 계측제어계통 등 각각의 계통별 요건

과 모든 계통에 동일하게 용되는 공통요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 으며, 

2단계에서 개발되었던 KALIMER-150의 설계요건 체제를 활용하되 

KALIMER-600 고유 설계개념  이의 구 을 한 계통 설계측면의 기술  

특성이 충실히 반 되도록 설정하 다. 이와 병행하여 KALIMER-600의 

성능요건을 만족시키는 정격운 상태의 NSSS 열평형을 분석하여 NSSS 주요

지 의 온도  유량을 설정하고 이를 계통 설계기  설정에 반 하 다.

나) 계통  주요기기 설계인자 설정  특성평가

(1) PHTS

KALIMER-600의 일차열 달계통은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간계통

에 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노심, 냉각재 펌 , 간열교

환기, DHX등의 기기로 구성된다. 일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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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은 KALIMER-600의 PHTS 구조  배치형

태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재 펌 는 펌 에 요구되는 용량이 용량이며 

원자로 내의 기계  설계 을 고려하여 기계식 펌 로 그 형식을 변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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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의 펌 는 고용량이므로 기계식 원심펌 이다. 펌 의 

실양정(Ha)은 0.42 [Mpa] 이고, Casing을 포함한 펌 의 직경은 2.4 [m]

이다. 펌  당 유량(Q)은 약 300 [m
3/min] 이고, 펌 의 회 수는 450 

[rpm]이다. 펌 의 효율은 85%이다.  기계식 원심펌  2 가 370.4℃의 

온 풀의 소듐을 노심으로 주입한다. 노심에 주입되는 소듐의 질량유량

(mass flow rate)은 펌  1  당 3431kg/s이다. 노심에 주입된 소듐은 노

심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상승되어 노심을 통과한 소듐은 온도가 545℃로 

상승된다. 이 고온의 소듐은 4개의 IHX를 통과하면서 열을 2차측으로 

달한다. KALIMER-600 펌 의 설계에서는 일반 인 원심펌 와 달리 와

류실이 없고, 환형 하향 을 통하여 회 차를 통과한 유체가 송출된다. 환

형 하향 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에 지를 증가시키기 해 통로가 넓

어지도록 설계되었다. 

IHX 1기 당 1차 측 유량은 1716Kg/s, 2차 측 유량은 1453Kg/s 이고 

열용량은 약 382 MWt이다.   IHX는 노심내의 방사화된 소듐으로부터 

간계통의 비방사화된 소듐으로 열을 달한다. 그림 3.6에 보는 바와 같이 

IHX는 원자로 노심상부에 원자로지지 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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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들어가서 IHX 쉘측을 통하여 아래로 흘

러 내려간다. 다음에, 1차 소듐은 도넛 형태의 배 을 돌아 지나가서, 하부 

간의 소듐통로 아래의 공간으로 흘러내려간다. 이 하부공간은 1차 소듐

이 온 풀로 빠져 나가는 출구 노즐을 갖고 있다. 증기발생기로부터 IHX

로 흘러 들어오는 온의 2차 소듐은 IHX의 심부에 있는 하향

(downcomer)을 통하여 흘러 내려가서 하부 간의 소듐 통로로 가고, 소

듐은 하부 튜 시트에 용 되어 있는 튜  속으로 흘러 들어가 상부 튜

시트 쪽으로 흘러간다. IHX의 작동온도는 속연료 재료의 개발속도를 고

려한 KALIMER-600의 노심출구 온도감소로 KALIMER-150과 약간 다르

게 설계되었다. 



- 28 -

1차측인 PHTS측의 입구온도는 544.7℃이고 출구온도는 370℃이며, 2

차측인 IHTS측의 출구온도는 526.0℃이며 입구온도는 320.7℃이다. IHX 

쉘 측 압력손실은 소듐 높이 5m에 해당하는 압력차가 되도록 설계한다. 

이것은 정상운  시 DHX의 높이가 5m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 

사고 시에는 DHX가 온 풀에 잠겨 열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

서 수행한 설계에 의하면 IHX 1차 측 입구노즐에서 출구노즐 입구까지 

압력손실 값은 25KPa이고 IHX 2차 측 하향  시작부터 2차 측 출구 끝

까지 압력손실 값은 42KPa 이다. 표 3.4는 KALIMER-600의 일차계통 주

요 설계변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용량이 격상된 IHTS 배 계의 직경은 작동유체가 고온의 소듐일 경우 

열팽창을 고려하여 0.8 m 이하로 제한되고, 배 내 소듐의 유속 한 침

식(erosion)과 부식(corrosion)을 고려하여 일정속도로 제한된다[김의 , 

2002]. 주어진 IHTS 열  경계조건에서 loop의 필요 열제거량을 만족하며, 

최 배  직경조건과 최  소듐유속 조건에 부합되는 배 직경은 고온  

0.6 m, 온  0.82/0.58 m 이며, 이때의 소듐 최  유속은 6.43 m/s 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다른 노형과 비교시 그림 3.7, 3.8, 그리고 3.9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실 인 범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HTS 배 에서 압력손실산정 상은 크게 배 , Tee, Elbow, 밸 , 

IHX, SG 등이다. 각 부 의 정압(static pressure)은 기 압력 cover gas의 

압력을 기 압력으로 계산된다. 

계산결과 간계통 배 배열  부품설계에 의한 계통 내 총압력손실

은 약 0.15MPa로 계산되었고, 총압력손실의 구성비는 그림 3.10과 같으며 

배 에서의 압력손실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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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일차계통 주요 설계변수

Design Parameters KALIMER-600

Core Power (MWt) 1525.3

Core exit temperature, ℃ 545.0

Core inlet temperature, ℃ 370.4

Core total mass flow rate, ℃ 6862.1

IHX primary side inlet temperature, ℃ 544.7

IHX primary side exit temperature, ℃ 370.0

IHX secondary side inlet temperature, ℃ 320.7

IHX secondary side exit temperature, ℃ 526.0

Number of primary pump 2

Number of IHX 4

Number of loop 2

Sodium level difference between cold and hot pool, 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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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KALIMER-600 PHTS 구조  배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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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HTS

용량별 IHTS 구성특성 평가를 바탕으로 KALIMER-600의 IHTS 설

계개념을 개발하고, 주요 설계인자인 배  직경과 압력강하량을 설정하

으며, 특성을 평가하 다. 

용량이 격상된 IHTS 배 계의 직경은 작동유체가 고온의 소듐일 경우 

열팽창을 고려하여 0.8 m 이하로 제한되고, 배 내 소듐의 유속 한 침

식(erosion)과 부식(corrosion)을 고려하여 일정속도로 제한된다[김의 , 

2002]. 주어진 IHTS 열  경계조건에서 loop의 필요 열제거량을 만족하며, 

최 배  직경조건과 최  소듐유속 조건에 부합되는 배 직경은 고온  

0.6 m, 온  0.82/0.58 m 이며, 이때의 소듐 최  유속은 6.43 m/s 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다른 노형과 비교시 그림 3.7, 3.8,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 인 범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HTS 배 에서 압력손실산정 상은 크게 배 , Tee, Elbow, 밸 , 

IHX, SG 등이다. 각 부 의 정압(static pressure)은 기 압력 cover gas의 

압력을 기 압력으로 계산된다. 

계산결과 간계통 배 배열  부품설계에 의한 계통 내 총압력손실

은 약 0.15MPa로 계산되었고, 총압력손실의 구성비는 그림 3.10과 같으며 

배 에서의 압력손실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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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GS

해외 노형의 특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개념에 해 성능요건을 만족하

는 SG를 설계하고 SG에 부여된 기능을 안정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련 연계계통을 구성하 다. KALIMER-600의 SGS 설계는 유체계통 설계

안내서[Y.S. Sim et al, 2003]  SGS 설계요건[M.H. Wi, 2003]에 따라 

기기의 운 성  작동신뢰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정격출력운 을 

비롯하여 다양한 운 모드에 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인자를 

설정하 다. SG 연계계통은 수/증기계통, 재순환계통, 물/증기방출계통

으로 구성되는데 각 계통의 주요 기능 요건  기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수/증기계통

SGS의 수 공 은 운 조건에 따라 각 각 2 씩 마련된 기동펌 와 

주 수 펌 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동펌 는 정격 수량의 10%의 용량

을 갖으며 출력 10%이하의 운 기간 동안 SG 보조 수 탱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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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력방출밸 가 설치되어 있어 증발생기를 과압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

하며 각 각의  밸 는 자동 는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증기발생기가 과압 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증기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

도록 하 다. 주증기배 에는  유량계, check밸   격리밸 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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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 SG 보조 수탱크

 SGAWT(SG Auxiliary Water Tank)는 출력 운  에는 SG  

수/증기 배 과는 격리되어 있고 재순환 운 이 이루어지는 기동운    

비상 재순환운  에 증기발생기와 연결되어 순환 운   SG에서 나오

는 포화 증기를 분리하여 습분이 제거된 건조증기 외부로 방출하고 제거

된 습분은 수와 혼합하여 증기발생기에 다시 공 한다. 한 펌 고장 

 원 상실 등으로 인한 수 단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열 의 

dryout을 방지를 한 비상 수 공 을 해 설계조건에 맞는 일정량의 

보조 수를 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SGAWT에 장이 필요한 최소 

보조 수량은 사고시 보조 수 공  필요시간  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데 계산을 해 공 필요 시간은 수공  단된 직후부터 단 원인을 

해결하고 수공 이 재개될 때까지 시간으로 정의하고 참조발 소[한도

희 외 2002]와 같이 30분으로 설정하 다. 

  - 물/증기 방출계통

SWR사고와 같은 계통의 속한 감압이 요구될 때 SG의 물과 증기를 

방출하여 SG의 압력을 감소시키며, 소듐과 물이 반응할 수 있는 물의 총

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계통이다. 물/증기 혼합물은 수배 에 

병렬로 설치된 덤 밸 가 열리면서 덤  탱크에 배출되며 이때 빠른 배

출을 해 증기배 을 통해 열 내에 질소를 주입하게 되는데. 덤 탱크

는 열   수/증기배 에 있는 물/증기 혼합물을 장할 수 있도록 

52m3 용량으로 설계하 다. 

 한, NSSS의 한 설계를 해 KALIMER-600에서 채택하고 있

는 재생랜킨사이클에 한 간이 산모델을 개발하여 NSSS 주요 작동인

자와  BOP 효율간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본 계산 모델은  그림 

3.11과 같이 출력 환계통을 구성하는기기를 배치하고 설계 방법에 따라 

재생열교환기 개수  터어빈의 작동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림 3.12는 민감도 분석결과의 로서 터어빈 후단 압력이 효율에 미치는 

향을 도시한 것으로 KALIMER-600의 설계조건은 BOP의 효율을 41% 

이상 기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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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재생 RANKINE 사이클 개념도

그림 3.12 터어빈 후단 압력과 BOP 효율 



- 37 -

(4) RHRS

3단계 연구를 통해 독창 으로 설정된 KALIMER-600의 피동 붕괴열 

제거회로(Passive safety-grade Decay heat Removal Circuit ; PDRC) 계통

에 하여 계통 설계인자  주요 기기 외형크기 등을 설정하여 반 인 

계통 구성을 완료하 다.

PDRC 계통은 노심 붕괴열 제거를 해 원자로 풀(pool)에 소듐-소듐 

열교환기(DHX)를 설치하고 별도의 제열용 소듐 루 로 연결된 소듐-공기 

열교환기(AHX)를 이용하여 소듐  공기의 자연순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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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하

므로써, 기존의 유사 개념을 사용하는 SPX (Super Phenix)  EFR 

(European Fast Reactor) [Darrington,1993] 등의 원자로와 비교하여 작동 

신뢰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킨 완 한 피동 형식을 채택한 우리 고유의 

독창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어재 , 2003]. 그림 3.13은 

KALIMER-600 피동 잔열제거계통 형상을 개략 으로 도시한 그림이다.

PDRC 계통은 2-Loop로 구성되며 각 루 당 1개씩의 소듐-소듐 열교환

기 (DHX)와 소듐-공기 열교환기 (AHX)로 구성된다. 한, 1차계통의 방

사화된 소듐은 DHX를 통해 순수 소듐으로 채워진 제열용 소듐 루 와 열

교환을 수행하여 최종 열침원인 공기 측으로 열을 제거하므로 공기 열교

환기(AHX)에서의 소듐 열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기 으로의 방사능 

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한, 노심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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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의 액 차로 인해 소듐과 직  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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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KALIMER-600 PDRC 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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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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풀 소듐의 부피 팽창으로 KALIMER-150의 PVC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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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을 연결하는 소듐 유로가 형성되면서 상/하부간 도차 증가에 의해 자연

순환 유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DHX shell 측 소듐의 류 열계수가 

증가하면서 DHX 열 측으로의 본격 인 열제거가 시작된다.

이 때, DHX 열  경계를 통한 열  내부로의 본격 인 열 유입으

로 인해 폐계(closed loop or system)인 제열용 소듐 루  내부의 2차 소

듐은 냉각원인 상부 AHX 측과 열원인 하부 DHX 측 간의 온도차에 기인

하는 소듐 도차 증가에 의해 제열용 소듐 루  내부 소듐의 자연순환 유

량이 증가하면서 풀 내부의 열을 공기 열교환기(AHX)로 효과 으로 달

하여 공기측으로의 본격 인 열제거가 수행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인자간 기본 상

계는 그림 3.14와 같이 고온 풀에서 최종 열침원인 공기로 달되는 3개

의 별도 자연순환 열 회로에 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PDRC 열 계

통은 PHTS 내부의 1차 소듐 순환 루 와 제열용 소듐루 가 소듐-소듐 

열교환기(DHX)를 경계로 배치되고, 제열용 소듐 루 와 공기측은 소듐-공

기 열교환기(AHX)를 경계로 배치되며, DHX와 AHX는 제열용 소듐 루

를 통해 상호 연결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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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PDRC 제열용 소듐 루  온도변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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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그림 3.14의 ΔT 2
가 감소하면서 제열용 

소듐 루  고온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한, AHX shell측 공기 입구온

도 변화에 의해 ΔT 3
가 변화하면서, 결국은 ΔT1

  ΔT 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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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고 공기측 입/출구 온도를 포함하는 6개의 온도 배치는 계통의 체

인 열유체  조건(유량, 유동 항, 기기간 수두차 등)과 상호 보완 인 

계에 의해 다양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들 설계인자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PDRC 계통 각 부분의 온도배치  열유체  조건을 설

정하 다[어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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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소듐 열교환기 (DHX)는 원자로 정지 후 노심 붕괴열 발생에 의

해 일차계통 소듐 풀에 축 된 열을 소듐-공기 열교환기(AHX)와 연결된 

PDRC 루 로 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일

차계통의 소듐이 PDRC 루 나 격납계통 밖으로 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벽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기기이므로, AHX 열  등에서의 상치 

않은 소듐 설 등을 비하여 DHX 열 의 건 성 유지가 매우 요

한 사항이 된다.

DHX는 원자로 용기내의 고온 풀 역에 치하며, 고/ 온 풀을 연통

하는 DHX 지지통 (DHX support barrel)  1차계통 펌  양정에 의해 

형성되는 고/ 온 풀간의 액 차를 활용하여 정상운  에는 소듐과의 

직  을 차단하도록 설치되고, 수직방향으로는 원자로 헤드와 PDRC 

루  소듐을 이송하는 배 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측면은 DHX 지지통

에 의해 지지된다. DHX는 IHX와 유사한 원통형의 -통형 소듐-소듐 열

교환기로써 PHTS와 PDRC 루  사이의 열을 한 직 형 열  다발

과 PDRC 루  소듐의 유동 형성을 한 통로 역할을 하는 앙 배 이 

있으며, shell 측 소듐의 혼합을 통해 열  다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한 배 을 포함한다.

한, DHX의 유량분배와 열응력에 의한 구조물의 건 성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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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o 방향으로 2개가 배치되도록 설정

하 으며, 원자로 정지 후 발생하는 노심 붕괴열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각 DHX는 노심에서 발생하는 총 열량 (16.5 MWt)의 1/2에 해당

되는 8.25 MWt의 제열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원자로 정지 후 고온 풀 소듐의 overflow에 의한 DHX 정상 작동시의 

유동은 IHX와 동일하게 고온 풀의 일차계통 소듐이 DHX의 shell측을 통

하여 하방향으로 진행하고 앙 유도 (center cylinder)을 통하여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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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PDRC 루  소듐은 열 측을 통하여 상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열

을 흡수하는 역류 열교환기 (Counter current flow HX) 방식이다. 일차계

통 소듐은 고온 풀에서 DHX 지지통 상단를 넘어 DHX shell측으로 유입

된 후, 열  지지 과 유동 배 (flow baffle)을 통하여 하방향으로 진행

하여 DHX 열  하단의 출구 노즐을 통해 온 풀과 연통된 DHX 지지

통을 경유하여 온풀로 방출된다. DHX의 정상운    과도기 작동 

개념은 그림 3.15에 개략 으로 도시하 다.



- 43 -

그림 3.15 KALIMER-600 DHX 제열기능 작동 개념도 (정상운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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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X는 기본 으로 PHTS의 열을 IHTS  SGS로 달하는 역할을 

하는 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 IHX)와 유사한 환경

에서 작동하게 된다. 다만, IHX는 간계통 펌 를 활용하는 강제순환 유

동으로 매우 큰 유량 조건에서 작동되는 반면, DHX의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후 PHTS 내부 소듐의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형성되는 매우 작은 유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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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한다

는 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PDRC 계통의 DHX는 완  

피동개념의 작동 원리를 고려하여 IHX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하 다. 즉, 

정상운 에는 소듐과의 직 을 방지하기 한 설계를 수행하고, 과

도시에는 소듐과의 직  열교환을 해 IHX 개념과 동일한 작동 방식을 

갖게되므로 IHX 설계  해석에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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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하는 다양한 흐름 성분의 크기를 분석하여 체 압력손실을 해석하며, 

2DHX (semi‐2-Dimensional Heat eXchanger analysis) 코드는 ASTEEPL 

코드와 CONFIG 코드의 해석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IHX의 설계  해석을 

수행한다[심윤섭 외, 1999]. 따라서, 이들 산해석 코드의 계산 결과를 활용

하여 2DHX 코드를 사용한 DHX의 외형크기 계산을 수행하 다.

2DHX  CONFIG 코드 계산 결과를 토 로 도시한 DHX shell측 

열  배치는 그림 3.1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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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원자로 풀 체에서의 DHX가 차지하는 공간

인 DHX 지지통의 총 외경은 직경 1.0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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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질 으로 DHX 열 이 치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림과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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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상  외형크기는 그림 3.17과 같다. 

소듐-공기 열교환기 (AHX)는 DHX와 PDRC 제열용 소듐루 로 연결

되어 DHX로부터 PDRC 루  내부로 유입된 열을 최종 열침원인 공기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기와 직  하는 AHX의 소듐 열 은 

동일 열교환기 부피에서 열면 을 극 화 하고 정상운  의 낮은 소

듐 온도와 과도시 고온 소듐 유입에 의한 격한 열  번들의 열팽창/

수축 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helical 구조로 설계하 으며, 일반 으로 

helical 코일 류형 열 의 열 달은 유동특성이나 물리  의미로도 직

형보다는 향상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연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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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DHX shell측의 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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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DHX 형상  외형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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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X로부터 열을 흡수한 PDRC 루  내부의 고온 소듐은 AHX하단으

로부터 열  번들 역의 앙에 치하여 하부로부터 상방향으로 진행

하는 고온 소듐 을 통해 각각의 소듐 열 으로 유입되고, 이후 나선형

으로 하강하면서 공기와 역방향 열 달을 수행하는 구조이며 AHX 하단

의 cold sodium header에서 다시 합쳐져 PDRC 루 의 온 소듐 을 통

해 DHX로 유입된다.

이와 같은 AHX의 외형 크기 결정을 해서는 helical 형태의 역류유

동 -통형 열교환기 (helical type counter current flow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에 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KALIMER의 증

기발생기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와 구분되는 

AHX에 한 고유 특성을 반 하여 증기발생기 설계 목 으로 개발된 

HSGSA 코드[김연식, 2002]를 토 로 AHX 열성능  외형크기 계산

용 AHX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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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서, AHXSA 코드의 열 측 소듐  shell측 공기에 해서는 각각의 매

질에 해당하는 helical 코일 류형 열교환기의 shell측  열 측 압력

손실 상 식  열 상 식을 용하 다 [김연식, 2002] [Zhukauskas, 

1968] [Incropera, 1996]. 계통 기하형상과 압력손실  열 상 식 용 

방법을 토 로 AHXSA 코드를 활용한 AHX의 구체 인 개념도를 외형 

치수와 함께 그림 3.18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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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KALIMER-600 AHX 형상  외형크기



- 49 -

이와 같이 설정된 PDRC 계통 주요 기기인 DHX와 AHX의 설계시에

는 각각의 열교환기 특성인자 값이 가장 요한 설계 변수 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두 열교환기의 UA 값의 합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를 수행하 다. 한, 다양한 설계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

기 하여 최소화된 UA 값에 하여 각각의 열교환기 특성인자, {UA} 비

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한 계통의 반 인 거동을 분석하고 결과를 그

림 3.19에 도시하 다[어재 , 2003]. 

그림에서와 같이 열교환기 특성인자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의 

UA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 DHX 의 열성능 향상으로 인해 PDRC 제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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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교환기의 크기를 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설계시 반 하므로써, 경제성을 

고려한 PDRC 계통 설계의 최 화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5) 계통종합  

신개념 계통  주요기기의 설계인자 설정을 통하여 KALIMER-600 

유체계통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각 계통의 특성을 평가하 다. PHTS는 루

당 2기의 IHX와 1기의 펌 로 구성되어 있으며, KALIMER-150과 달리 

원자로 정지 시 노심잔열을 제거하기 해 DHX가 2개 배치되어 있다. 

한, 냉각재 펌 는 펌 에 요구되는 용량이 용량이며 원자로 내의 기계

 설계 을 고려하여 기계식 펌 로 그 형식을 변경하고 이를 토 로 

KALIMER-600 PHTS 계통 구성  특성 평가를 완료하 다. IHTS 계통 

설계에서는 용량별 IHTS 구성특성 평가 결과를 토 로 KALIMER-600의 

IHTS 설계개념을 개발하고, 주요 설계인자인 배  직경과 압력강하를 설

정하 으며, 이를 토 로 계통의 설계 개념이 실 인 범  내에 있음을 

확인하 다. 증기발생계통 (SGS)에서는 해외 노형의 특성 평가를 통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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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SGS 개념에 해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SG를 설계하고 SG에 부여된 기

능을 안정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련 연계계통을 구성하 으며, 이를 통

로 그 특성을 평가하여 KALIMER-600 증기발생계통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KALIMER-600의 피동 잔열제거계통인 PDRC로 표되는 RHRS 계통은 

KALIMER-600에 새롭게 도입된 계통인 만큼 계통 설계측면의 업무에 주안

을 두고 타 계통과의 연계사항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계통 기기 설계 

 특성 평가를 수행하 으며, 기존의 유사 개념을 사용하는 해외 노형들과

의 정량  비교를 통해 우리 고유의 독창 인 개념에 한 타당성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이 유체계통 각 부분의 주요기기 설계인자 설정  계통 특

성평가를 통해 KALIMER-600 유체계통 설계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그림 3.19 열교환기 특성인자 변화시의 PDRC 계통 체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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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기 개념설정  특성평가

1) PHTS 펌   Coast-down 유량계산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 일차펌 의 설계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원자로 내부 펌  설치공간 요건을 설정하고, 원자로 가동압력 비 

펌 의 회 속도를 설정하며, 펌 의 유량제어 요건을 설정하는데 있다. 

한 PHTS 기계식 펌 설계  성능해석 방법론을 설정하고, Required, 

Available NPSH 계산하는데 있다. 설계방법은 참고문헌 [하재 , 2001]을 

참고하 고, 펌 의 형상은 유사용량의 Superphenix의 1차펌 를 참고하

다. 자세한 설계내용은 참고문헌[최석기, 2004-(a)]에 기술되어 있다.

유체가 넓은 유로에서 좁은 곳으로 고속으로 유입할 때, 는 벽면을 

따라 흐를 때 벽면에 요철이 있거나 만곡부가 있으면 이곳의 압력이 압

이 되어 cavity(공동)가 생긴다. 이 부분의 압력이 유체온도의 포하증기압 

보다 낮아지면 수 에 증기가 발생한다.  수 에는 압력에 비례하여 공

기가 용입되어 있는데, 이 공기가 물과 분리되어 기포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을 cavitation (공동 상)이라고 한다. cavitation 상이 펌 의 

재질에 미치는 향은 크다. 펌 에 있어서의 cavitation은 여러 곳에 발생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깃 입구 부분에 발생하는 것으로 펌 의 

성능을 하시키고  효율도 나빠진다. 회 차의 깃에 유체가 유입될 때

에는, 회 차의 회 에 의하여 생긴 진공압을 cover gas의 압력에서 빼고

도 소듐의 증기압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할 만한 압력이 펌 의 흡입구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하재 , 2001]을 참고하여 cavitation 

margin을 설정하 으며, 그 값은 3.64m 이다. 그림 3.20은 설계된 펌 의 

형상을, 표 3.5 는 설계 변수들의 사양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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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들 KALIMER-600 비고

펌 의 종류 원심펌

유량 (m3/min) 238.43  =3.97 m3/s

유체 입구  출구온도 

(℃)
370.4  

실양정 (Mpa) 
 0.42 

(=49.64m)
 노심: 0.27, 기타: 0.15

양정 (m) 59.49  20% margin

회 수 (rpm) 450

비속도[rpm][m3/min][m] 310

흡입구경 (m) 1.09

송출속도 (m/s) 7.86

수동력(水動力) (Mw) 2.0

펌 효율 (%) 85

축동력 (Mw) 2.36

동기의 출력 (Mw) 2.83  축동력의 1.2배

회 차 보스지름 (m) 0.54

달토크 (kgf-Cm) 534,218   =52,353 (N-m)

회 차 축지름 (Cm) 30.

회 차 안지름 (m) 1.19

회 차 바같지름 (m) 1.65

회 차 원주속도 (m/s) 37.58

회 차 깃의 수 8

Required NPSH (m) 9.83

Available NPSH (m) 13.99  

Cavitation Margin (m) 3.64

송출 의 바같 지름 (m) 2.0   5cm Margin

흡입 의 바같지름 (m) 2.3   5cm Margin

펌  수직길이 (m) 15.35

표 3.5 KALIMER-600 1차펌  주요 설계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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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KALIMER-600 일차펌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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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 액체 속로 PHTS 일차펌 의 력공  단 후 노심 

냉각을 한 일차펌  성체의 크기  coastdown 시간동안 펌 의 유량 

 회 속도를 계산하 다. 이를 해서는 노심냉각요건 설정, 계통 유동

항 설정, 펌  회 속도 비 펌  head 곡선 설정,  펌  회 속도 

비 펌  torque 곡선 설정, 해석지배방정식의 설정  유량  양정 생산 

 서체의 크기 계산  평가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공 이 단된 후 60  동안 5%의 유량을 공 하는 성체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한다. 원자로에서 일차펌 에서 출발하여 일차펌 로 돌아오는 

폐쇄유로 (펌 -노심-hot pool-IHX-cold pool-펌 )에서의 유동을 일차원

으로 해석하고자 하면 다음의 방정식을 해석하 다.

frictionpump
Total

PP
dt

dM
A
l

∆−∆=⎟
⎠
⎞

⎜
⎝
⎛

 3.1)

     frictionhydraulicmotordt
dI Τ−Τ−Τ=
ω

3.2)

 방정식을 해석하려면 펌 의 Homologous 곡선이 필요한데, 재 

일차펌 의 상세설계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SCK코드에 내장된 Homologous곡선을 사용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

한 결과 KALIMER-600 일차펌 의 성모멘트는 52,000 Kg-m2 고, 그

림 3.21은 성모멘트의 크기에 따른 시간 비 coastdown 유량변화  회

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최석기, 2004-(b)]

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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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성 성모멘트 크기에 따른 시간 비 

Coastdown 유량 변화  회 속도변화

 

Coastdown 유량

Coastdown  유량  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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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HTS 펌

간계통 냉각재 순환 펌 는 연결 배 을 비롯한 계통을 단순화 할 

수 있고, 유량 조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등을 고려하여 환형 유도

자펌 로 설정하 다. 펌 는 각 간계통의 온배 에 1 씩 설치되며, 

정격 운  에는 0.15 MPa의 양정과 3 kg/s의 성능을 갖는다. 자펌

의 주요 설계제한사항인 펌 내 최 소듐유속은 12 m/sec 이하로 설정하

여 소듐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펌 에서의 유동불안정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펌 내 자기 이

놀즈 수가 1.0 이하로 유지되게 하 다. 펌 설계는 설정된 펌 의 형상, 

유량  양정에 한 설계변수들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펌 의 외형크기

를 게 하면서, 효율을 최 화 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 다. 

그림 3.22는 한 펌  설계를 하여 주 수와 slip에 따라  펌 의 

외형크기와 효율을 도시한 것으로, 공  주 수와 같은 주요 설계변수들에 

해 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역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이와 같은 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IHTS 자펌 는 설계되

었으며 주요 펌 설계 사양  형상은 표 3.6과 그림 3.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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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자펌  설계인자 민감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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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KALIMER-600 IHTS EM Pump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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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인   자 단 설 계 값

형  식 환형유도 자펌  

유  량 m3/sec 3.32

양  정 MPa 0.15

작동온도 ℃ 320

상(Phase) 수 개 3

극(Pole) 수 개 4

슬롯(slot) 수  /(상-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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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간계통 자펌  설계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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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HX

KALIMER-600의 IHX를 설계하고, 셀측  튜 측 압력강하  열

달량을 계산하 다. KALIMER-600 IHX 설계에 사용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IHX Shell 측 압력강하는 KALIMER-150 설계와 거의 동일하

다. (2) IHX 열  직경  길이는 KALIMER-150 설계와 동일하다. 

(3) IHX Baffle과 열  간격(Gap), Baffle과 Shell 간격과 Bundle 

Pheperies와 Baffle의 간격은 KALIMER-150 설계와 동일하다. 

본 설계에서는 KALIMER-150 설계에 사용돤 CONFIG [심윤섭, 

2000], ASTEEPL [심윤섭, 2000], 2DHX5 [심윤섭, 1999] 코드들을 사용

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상세한 설계과정과 결과는 참고문헌[최석기, 

2004-(c)]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3.24는 KALIMER-600 IHX 형상도를, 

표 3.7은 설계인자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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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KALIMER-600 IHX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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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rameters

No. of IHX/Reactor 4

Thermal Duty (Mwt) 382

LMTD (℃) 27.09

UA Total (MW/℃) 14.41

Shell Side

Flow rate (kg/sec) 1716

Inlet Temperature (℃) 544.7

Outlet Temperature (℃) 366.7

Pressure Drop (kPa) 24.66

Tube Side

Flow rate (kg/sec) 1453

Inlet Temperature (℃) 320.7

Outlet Temperature (℃) 530.4

Pressure Drop (kPa) 42

Tube

No. of tubes 6,588

Tube O. D. (mm) 12.7

Tube I. D. (mm) 11.1

Thickness (m) 6.0

Length (m) 6.0

Material SS304

Bundle

Arrangement Triangular

Pitch to tube (P/D) 1.7

Flow hole D. (mm) 9.73

No. flow hole 13,176

Shell

I.D.(m) 1.99

Length (m) 7.77

Shape TEMA type S

표 3.7 KALIMER-600 IHX 주요 운   설계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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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G

SG설계는 열성능을 극 화하고, 소듐-물 반응사고의 가능성을 최소

화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재질특성, 열유체  특성, SG부계통

과의 연계성 평가를 통해 설계개념이 개발되었다. 설계 차는 주요 설계

제한 사항  하나인 셀측의 소듐 최  유속을 만족하는 열  배치요건

에 의해 SG직경을 먼  설정하고, 열 의 길이는 열성능에 요건에 의

해 결정되며 이때 열 에서의 최  압력손실은 3 MPa로 설정하 다. 

SG 직경은 반경방향 각 코일에 배치할 열  수를 설정한 뒤 각 코일별 

열  피치는 셀측에서의 유체 유발진동을 방지하기 해 소듐의 최  

유속이 1m/sec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 고, 여기에서 설정된 열  수는 

쇄여유도, 열 달계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 %의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것이다. 

SG의 열면 은 KALIMER-150 설계에 사용되었던 산코드인 

HSGSA[김연식, 1998]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표 3.8 참조). 설계결과는 

그림 3.25에서 처럼 해외의 노형과 비교를 통해 설계의 성을 평가하

는데 그림 3.26과 같은 외형크기를 갖는 KALIMER-600 SG는 기존의 설

계 경향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기사이클

열용량 [MW]/SG

Na 입구온도[℃]

Na 출구온도[℃]

수 온도[℃]

증기 온도[℃]

증기 압력[MPa]

증기 유량[kg/sec]

과열증기  

766.1 

526

320

230

503.1

16.5

332. 34

열  형 식 

열  수

열  길이 [m]

열  내경/두께 [mm]

가로/세로피치 [mm]

열  번들 높이 [m]

반경방향 코일 수

코일 기울기 [ 
o ] 

Helical 

736

73.7

16 / 3.5

50 / 35

 8.5

27

6.6

표 3.8 KALIMER-600 증기발생기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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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증기발생기 외형크기 설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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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KALIMER-600 

증기발생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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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 풀 내부 열유동 특성분석

KALIMER-600 원자로 풀 내부를 헬륨기체로 채워져 있는 원자로 헤

드를 비롯한 상부 구조물과 소듐으로 채워져 있는 원자로 풀 내부로 각각 

나 어 각각의 부분에 하여 원자로 헤드  상부구조물에 해서는 상

용코드인 CFX-4.4를 이용하고 원자로 풀 내부에 해서는 COMMIX 코

드를 활용하여 정상  과도 상태 열 달 해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 평가하 다.

1) 원자로 헤드  상부구조물 정상/과도 열 달 특성분석  평가

본 해석은 원자로 상부구조물의 복합 열 달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원자로 헤드 냉각계통 설계에 필요한 열용량을 계산하고, 헤드자체에 열하

을 계산하기 해 헤드 온도 분포를 계산하기 한 것이다.

해석의 물리  범 는 그림 3.27과 같이 수직방향으로는 고온 풀 소듐 

표면에서 원자로 헤드까지, 반경방향으로는 원자로 용기 심선에서 격납

용기 사이의 공간을 3차원 해석 역으로 설정하고 과도상태 해석은 그림 

3.28과 같이 열응력의 주요요인이 되는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율이 거의 없

을 때 까지 수행하 다. 자연 류 유동은 Boussinesq의 단순화 방법을 사

용하고, 류 열 달 해석을 한 난류모델은 해석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

연 류 유동을 해석하는 RNG k-ε 모델을 사용하 다. 한 복사 열 달 

해석을 한 모델은 다 선속법(Multi-Flux Method)과 몬테카를로법

(Monte Carlo Method)가 혼합된 분산 달법(Discrete Transfer Method)

을 사용하 다. 설정된 기하형상, 물리  모델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계

산을 수행한 결과 정상상태에서 계산 역내부의 온도장과 속도장은 그림 

3.29  그림 3.30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정상운 시 원자로 헤드 

온도가 씰의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150℃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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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원자로 상부구조물 해석공간 개략도



- 67 -

그림 3.28 과도상태시 시간에 따른 고온풀 온도  온도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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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원자로 상부각도 25° 단면에서 

정상상태시 온도장(상)  속도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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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축방향(상)  반경방향(하)에 따른 온도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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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풀 내부 정상/과도 열유동 특성분석  평가

본 연구는 KALIMER-600 원자로 정상상태  과도상태 구조물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 공간  시간 인 열응력 요인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 

원자로 정지 사고 기 원자로 풀에서 발생하는 과도 열유동 특성을 평가

하여 KALIMER-600 원자로 설계개선 항목을 도출하기 한 목 이다.

해석 상은 원자로 고온 풀 표면이하 원자로 체이고, 구조물의 

칭성을 이용하여 풀의 90° 부분만 해석하 고, DHX와 IHX 그리고 펌  

등은 등가면 의 사각단면을 갖는 것으로 모의 하 다.

해석도구는 액체 속로 해석용으로 개발된 COMMIX-1ARP 코드를 

사용하 다. 정상상태 해석을 한 입력자료는 지 까지 설정된 

KALIMER-600 설계자료를 활용하 으며, 해석결과 국부  열응력 요인

은 발생하지 않았다. 과도상태 해석은 원자로가 정지되고, 발 소 원공

이 단된 사고의 경우 PHTS 펌 에서 제공되는 성유량 효과가 더

해질 때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유동 상에 하여 수행을 하 다. 해석

결과 그림 3.31  그림 3.32 와 같이 성유량이 정지되고(60 ) 96 경

에 노심에서 역류가 발생하 다. 이는 발 소 동 설계의 IDINHX 설계개

념 개발의 타당성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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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과도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펌 수두, 노심유량, 

노심열출력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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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정상상태(상)  과도상태에서 96  

후(하) 풀 내부 온도  속도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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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통 감시기술 개발

계통 감시기술개발의 주요 목 은 액체 속로 고유의 계측  감시기

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단계에서는 소듐-물반응과 련된 감시기술, 노

심 유로폐쇄 특성탐지기술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소듐-물반응과 련된 감시기술 개발을 하여 2차 년도에는 계통의 

개념을 비 설정한 후 3차 년도에는 핵심설계인자  하나인 음향신호처

리방법을 평가를 통해 KALIMER-600에 필요한 물 출 탐지를 한 

비 신호처리 논리를 개발하 다. 

노심유로폐쇄 특성 탐지 계통 개념 개발을 하여 유로폐쇄 상의 발

생원인과 탐지 상을 고찰하 으며, 소규모 유로폐쇄 탐지 기본 기술 개

발을 하여 당해 단계에서는 온도 요동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1) 소듐-물반응 방지  방호계통 개념 비설정  기본기술 개발

KALIMER-600은 기존 경수로와는 달리 증기발생기 튜 가 손상될 

경우 고압의 이차측 수 는 증기가 압의 간열 달계통으로 설이 

발생하여 소듐-물 반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출을 조기에 

탐지하여 소듐-물반응을 방지 는 완화하기 한 계통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소듐-물반응 방지  방호계통의 비 개념을 설정하고 이

를 토 로 기존탐지방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한 음향탐지방법의 핵심기

술요소인 음향 신호처리논리( 안)을 개발하여 이를 모의하 다. 

본 연구는 본 단계 2차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계통 설계

목표 선정을 한 비개념 설정에 주안 을 두었고, 3 차년도는 계통 기

본기술개발을 해 2차년도에 설정된 비개념 에서 핵심인자  하나

인 음향신호처리 방법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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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비개념 설정을 해 소듐-물반응 상  이의 탐지에 련

된 제반 기술사항을 정성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 다. 우선 계통 설계인

자를 선정하 으며[허섭1.2003], 이를 바탕으로 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연구  용결과를 바탕으로 련 기술을 검토하여 표 3.9와 같이 비 

계통요건을 선정하 다[허섭2.2003], [허섭 2005].  설계 인자  핵심 으

로 연구해야 할 사항은 음향 탐지방법의 성능, 신뢰도를 증 시키는 연구

와, 원자로 보호기능과 제어기능 수행을 해 본 계통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한 분석  평가가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향 탐지방법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1990년  이후로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탐지

논리를 제안하 다.[Black et al, 1997], 국과 랑스의 경우 단계 인 

밴드통과필터를 이용하여 주 수 특성을 변화를 살펴보고, 러시아의 경우 

응필터링 후 FFT 변환출력을 신경회로망에 입력하 으며, 인도의 경우 

PSD를 분석하는 방법을, 일본의 경우 밴드통과필터를 통한 주 수 특성

분석과 자동회귀모델기법을, 호주의 경우, 웨이블릿 필터와 PSD 특성을 

결합한 논리 등을 제안하 다. 

그러나 본 기술은 용연구 단계로서 국내외 으로 음향탐지방법을 실

제 소듐-물반응 탐지를 해 상업로에 용한 는 아직 없다. 그러나 향 

후 자  산기술  센서기술의 발 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고 성능

이 향상된다면 물 출탐지를 한 주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상되므

로  KALIMER-600을 한 고유의 소듐-물반응 탐지논리와 이에 따르는 

운 략의 개발을 통해 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차년도에는 2 차년도의 정성  과는 달리 가장 요한 설계인자 

 하나인 음향신호처리방법에 한 정량  평가를 수행하여 음향신호처

리방법의 용범 를 평가하 고[S.Hur et al 2004],[허섭, 2004] 이를 토

로 음향신호 비논리를 개발하 다.[허섭, 2004] 

제안된 비논리는 개별 인 신호처리방법에 한 용 타당성을 평가

하 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여러 개의 논리의 결합한 형태이며, 기

본 논리인  력스펙트럼 도, 즉 주 수 특성 추정 시 사용된 논리를 타 

논리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호처리의 단순화와 함께 응답시간을 

이는 방향으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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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신호처리 평가  비 논리개발은 다음과 같은 차에 의해 수행

되었다; (1)배경잡음  출신호의 신호특성 악을 통한 신호처리 후보

군 선정 (2) 신호처리 후보군에 한 개별 인 장단   제약사항 평가 

(3) 신호처리 후보별 탐지 민감도 분석 (4) 신호처리 후보들을 결합한 

비논리 개발  용성 모의 실험평가. 

첫째로 배경잡음  출신호의 신호특성을 악한 결과 그림 3.33(a)

과 같이 두 신호 모두 의의 정상성(stationarity)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배경잡음과 출신호의 상호 상 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3.33(b)) 선형모델  조화모델 기반 신호처리 방법 모두 사

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선정된 신호처리 후보군에 한 개별 인 장단   제약사항을 

평가하기 해 실제 출신호  배경잡음을 이용하여 력스펙트럼 도 

(PSD; Power Spectral density)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 결과 자동회귀

(AR; Auto-Regressive)모델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PSD 특성을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자동회귀 모델에서 계산된 시스템 계수를 이용

할 경우 시스템 추정오차 등의 계산논리에 쉽게 이용 가능하여 계산량을 

임으로써 시스템 응답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

회귀모델의 제약사항  하나인 모델 차수의 경우 약 22 차를 사용하면 최

화된 특성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차수를 이용하여 모델링의 유효성 검사

를 수행한 결과 추정치 오차가 백색잡음 로세스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한 자동회귀모델은 음향신호를 처리하는데 합한 것으로 밝 졌다. 

셋째, 신호처리 후보별 탐지 민감도 분석은 그림 3.34 (a)에 나타난 신

호처리 후보군에 해 배경잡음과 출신호를 원하는 신호  잡음비

(SNR)로 인공 으로 혼합하여 출탐지 가능성을 계산하 다. 이 때 사

용된 SNR은 0dB, -3 dB, -7 dB, -10 dB, -15 dB, 그리고 -20 dB 이다. 

그림 3.34(b)는 각 방법별 탐지 확률를 나타낸다. 통  방법인 PSD 방

법의 경우 약 -3 dB 이상에서나 출탐지가 가능하고, 여기에 밴드 지필

터(BSF)를 결합할 경우 약 -5 dB이상으로 탐지성능이 좋아짐을 볼 수 

있었다. 한 응필터( Adaptive Filter)와 PSD를 결합할 경우 약 -15 

dB 정도의 탐지 민감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터의 입력제약이 큰 것

으로 나타나 실제 용하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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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시스템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자동회귀 추정오차를 사용할 경우 약 

-10 dB 정도, 시스템 응오차를 계산하 을 경우 약 -9 dB 정도의 탐지 

민감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각의 방법을 탐지 민감도, 응답

시간, 신뢰도  용분야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는 표 3.10과 같다.  

넷째로 상기에서 평가된 신호처리 후보가 결합된 음향신호처리 비논

리를 개발하 다. 개발된 비논리는 크게 3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3.35(a) 1 단계는 시스템 계수 악을 통해 시스템의 이상징후를 악하여 

본격 인 신호처리논리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자동회귀 계수를 이

용한다. 2 단계는 력스펙트럼 도의 특성변화를 살피는 단계로서 주

수  역에 한 처리논리와 부분 역 처리논리, 그리고 시간-주 수분

석 논리 등으로 나뉜다. 이들에서 나온 출력은 출 정을 한 직 인 

자료로 활용된다. 3 단계는 이상징후는 보이나 PSD 특성이 애매할 때 사

용되는 보다 진 된 논리로서 주로 시스템 추정오차, 응오차, 응필터

링이 이용된다. 그러나 3 단계의 경우 출력신호가 출임을 확실하게 나타

내지 못하므로 출징후로만 운 원에게 제공하며 타 채  는 타 탐지

방법과 결합하여 출여부를 최종 단하게 된다. 

이 비논리를 실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 민감도를 모의한 결

과 그림 3.35(b) 와 같이 출로 정한 경우는 약 -3 dB, 출징후 정 

즉 운 원에게 경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10 dB 정도로 나타났다.

SNR과 출크기와는 한 계가 있으나 각 원자로의 환경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확실한 계를 나타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재까지 진행되어온 실험결과 등을 토 로 이 둘 사이의 계를 유추할 경

우 그림 3.35(c) 와 같다. 국의 PFR에서 가장 최근에 소듐-물반응 데이

터가 생성되었고 이를 참조로 할 경우 1g/sec의 출일 경우 약 -7 dB의 

SNR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 논리의 결과를 살펴볼 때 1g/sec의 

출크기는 출 정은 아니지만 출징후 정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10~ 수십 g/sec 출의 경우에는 본 논리로 출 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개발된 피동음향신호처리방법으로는 규모 출

의 경우 신뢰성 있는 출탐지가 가능하고, 소규모 출의 경우 출징후

를 알려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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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소듐-물반응방지 

 방호계통의 비개념을 설정하고 피동 음향신호처리논리를 통해 음향

탐지방법이 기존 방법인 수소탐지  압력탐지방법의 단 을 극복하고 이

들 방법과 공동으로 사용될 있음을 확인하 다. 응답시간 측면에서 단 을 

지녔던 수소센서 신에 사고 속도가 빠른 규모 출 구간에서는 음

향탐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정성 /정량  방법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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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분류 주요고려인자 특징/설명 방안  비요건

측정

인자

수소

측정

방법

- 응답시간

- 측정오차

- 설치  보수유지

- 출탐지 민감도

- 늦은 응답시간 (약 30 )

- 확산 막의 온도의존성 큼

- 복잡한 센서 구조

- 탐지민감도 가장우수

- 규모 출탐지시 타 방법병행필요

- 시간지연에 따른 공정상태보정 필요

- 센서내의 온도편차 최소화  보정

- 미소량 출시 주로 사용

피동

음향

측정

방법

- 응답시간

- 설치 치

- 배경잡음 

  해석  분리

- 출탐지 민감도

- 신호처리 방법에 의존

- 유연성 지니나 다 채 의 

  치 분석필요

- 낮은 SNR로 출신호 별 

  어려움

- 미량 출 별시 신뢰성 하

- 단순한 신호처리논리 사용으로 응답

  시간 요건 만족

- 다 채  검출 상 계 고려 치결정

- 최  신호처리기법 용

- 다양성 확보/신뢰성 있는 측정구간 선정

능동

음향

측정

방법

- 응답시간

- 설치 치

- 음  감쇄요인

- 출탐지 민감도

- 설치 에 따라 응답시간 의존

- 음  송수신센서의 SG외벽

  설치가능성 검토필요

- 다양한 기포발생요인으로 선

  택도 떨어짐

- 소량 출 이하시 신뢰성 하

- 증기발생기 외벽설치 시 응답시간 감

- 증기발생기 외벽  소듐 출구배  

- 기포발생 종류에 한 실험  평가필요

- 공정 지연시간 평가  보정

  타 센서와의 다양성 확보  신뢰성 

  측정구간 선정

계통

인자

기능

- 자동작동 개시 

신호

- 보호기능

- SG 격리를 한 자동작동

  개시신호 동작시  결정 필요

- 보호계통의 트립변수 제공

  여부

- 미소량의 경우 수동작동, 규모 

  이상의 경우 자동개시논리 사용

- 규모시 열  열상태를 트립   

  변수로 제공

- 출상태변수를 트립변수에 사용

  가능성 검토필요

등

- PHTS의  

건 성  향

- 타 트립변수의 

상 성

- 측정기기의 

신뢰도

- IHTS의 고온/고압/ 유량으로 

  열제거 기능 하/상실가능성

- 트립변수인 IHTS 유량, SG 

  압력 등에 직 인 향 

- 화학센서는 느린 응답시간으로, 

음향센서는 검증문제 등으로 보호 

채  신뢰도 기  재 상태 

미부합

- 출탐지  자동작동개시로직은 비

  안  등  ( 재상태)

- 소듐반응압력방출감시는 안 등

- 안 에 요한 계통으로 분류하여 

  내진  소 트웨어 등  상향조정 

  가능성 있음

성능

- 다 성

- 다양성

- 응답시간

- 측정범

- 단일고장기 /신뢰도

- 공통모드고장

- 응답시간의 차이로 인한 출

정보의 상이성

- 상이한 측정범 를 갖는 신호 

  통합문제

- 단일고장기  용 권고 

- 센서마다 독립된 신호처리후 출 

  정보 종합후 최종 동작개시 (다양성 확보) 

- 출 크기에 따라 주요 측정방법에 의존

- 미량 출 : 화학 

  소량 출 : 화학 + 음향

  규모 :음향 + 화학 

  규모 :압력 

표 3.9  소듐-물반응 방지  방호계통 개발을 한 설계인자  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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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신호처리기법
처리시간

(20%)

SNR 

민감도

(45%)

신뢰성

(35%)
평 상 용분야

스펙

트럼

분석

FFT 기반 20 13 35 68

비교  큰 

규모 출
AR 기반 20 15 35 70

MUSIC 15 15 35 65

시간-주 수분석

0(WBD)

15(Wavelet

)

20 35
55

70

격한 

출변화

신호

모델링

기법

AR 추정오차 20 30 25 75
소규모 

출징후포착응모델의 추종성 15 28 25 68

잡음

제거

기법

고정형필터+

AR PSD
18 20 35 73

비교  큰 

규모 출

응필터+

AR PSD
10 35 20 65

소규모 

출징후포착

표 3.10 신호처리방법 용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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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앙상블 기 치

 

(b) 자기상 계수 변화

(c) 상호상 계수 변화

그림 3.33 출신호  배경잡음의 신호특성 (a) 앙상블 기 치, (b) 시간

지연에 따른 자기상 계수 변화, (c)  상호 상 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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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가된 신호처리 체계도

  

  

(b) 신호처리 방법별 설탐지 확률

그림 3.34 평가된 신호처리 방법  이의 탐지민감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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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35 (a) 음향신호처리 비논리, 

(b) 신호처리 비논리를 통한 출탐지 모의결과,

(c) 물 출률과 음향신호의 신호  잡음비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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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유로폐쇄 특성탐지 계통 개념 비설정  기본기술 개발 

액체 속로는 핵연료  다발 (bundle)이 경수로에 비하여 조 하며 출

력 도가 높기 때문에 손상된 핵연료 의 편이나 일차냉각 계통에 잔류

하던 이물질 (foreign materials)이 각 유로가 분리된 집합체 내로 유입되

어 집합체 내의 부수로가 폐쇄되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권 민 외, 

2000]노심유로폐쇄 상은 핵연료 의 온도 상승과 용융으로 인하여 안

에 심각한 향을  수 있으나, 재의 연구 상태는 실험에 의한 특성 

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노심유로폐쇄의 특성의 탐지에 한 연구

가 시 한 실정이다. 

노심 유로폐쇄 탐지를 하여 먼  발생 원인에 따른 물리  특성과 

탐지 상을 악하고 각 탐지 상의 특성과 용성 분석을 통하여 탐지 

방안을 선정하 다. 노심유로폐쇄의 원인은 집합체 부수로의 기하학  변

형으로 인한 유로형상의 변형,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으로 인한 핵연료 물

질의 출  이물질의 축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폐쇄 발생 시 온도 증

가에 의해 핵연료 손상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는다. [Roychowdhury D.G., 

et al., 1991] 기하학  변형으로 인한 유로형상의 변형은 구조물의 진동 

상을 수반하며,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으로 시작되는 폐쇄는 핵연료 방출 

가스, 지발 성자 등을 포함한 핵연료 물질의 출을 래한다. 이물질 

축 으로 인한 폐쇄는 냉각 유로의 입구를 폐쇄함으로써 격한 온도 증

가와 유량 감소 상을 유발한다. 

한, 폐쇄 원인에 상 없이, 유로폐쇄가 발생하면 노심의 국부  는 

총체 인 온도 증가로 인하여 소듐의 비등 상을 래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 핵연료 물질, 온도  유량 변동, 그리고 비등 상이 유로

폐쇄의 탐지가 가능한 물리  탐지 상으로 알려져 있다. 폐쇄의 발생 원

인은 그림 3.36에 개념 으로 나타나 있다. 알려진 탐지 상의 용성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액체 속로에 용 가능한 탐지 상으로 노심 상부

의 온도 변동, 핵연료 물질 출에 의한 지발 성자 그리고 비등에 의한 

음향 측정을 물리  탐지 상으로 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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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탐지 방안 에서 평균 온도 증가  변동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규모 폐쇄 상 발생 시에는 노심 내의 유

량의 변화에 따라, 기 설정된 평균온도의 상승 편차에 의하여 노심유로 폐

쇄 상을 탐지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규모 폐쇄 시에는 유

량의 변화가 음으로 인하여 평균 온도의 상승 편차에 한 변화를 탐지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규모 폐쇄 시에는 온도 요동(fluctuation)에 의한 

유로폐쇄 탐지 방안이 있으며, 이는 온도 신호의 RMS (Root Mean 

Square), PSD (Power Spectrum Density), 달함수, 상 계, 결합성 등

의 분포에 의한 통계  인자 분석을 통하여 폐쇄여부를 결정하는 기법이 

있다. 따라서 칼리머에 합한, 온도 요동을 이용한 소규모 폐쇄 특성 탐

지 논리의 개발을 하여 당해 연도에는 유로폐쇄에 의한 노심 상부의 온

도 요동 상을 분석하 다. 

이를 하여, CFX-5.7 상용 해석체계를 이용한 10%, 5% 노심 유로폐

쇄 시 노심 상부의 온도 요동 상을 분석하 다. 일반 인 난류 모델은 

난류 인자들의 시간  평균 개념을 이용하므로, 온도 요동 상을 해석하

기에 치 않고,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 혹은 LES 모델 

등이 시간에 따른 온도 요동을 히 표 함이 알려져 있다. DNS는 과

도한 계산이 요구되는 단 이 있으므로, 계산 능력을 고려하여 열유체 모

델로 LES (Large Eddy Simulation) 모델을 설정하여 온도 요동 상을 

해석하 다. CFX-5.7에는 LES Smagorinsky model 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온도 요동 상을 해석하 다.

온도 요동 해석을 한 입력 자료로 노심 집합체 출구의 온도 분포와 

유량 분포가 요구된다. 이를 하여 노심해석 분야에서 계산된 정상 상태 

노심의 출구 온도 분포  유량 분포를 정상상태 온도 요동 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고, 유로폐쇄 발생 시에 노심 출구 온도 변화  그 분포는 

안 해석에서 수행된 부수로 해석 결과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 다. 

본 단계에서는 소규모 유로 폐쇄를 모사하기 하여, 유로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와 10%, 5%의 노심 유로폐쇄가 발생한 경우를 분석하 다. 여기

서 폐쇄 특성에 따라 출구 유량이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므로, 각 유량 조건을 모사하기 하여, 10 %, 5 % 유로가 폐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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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노심의 유량이 변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노심의 유량이 각각 8 % 

, 6 %가 어드는 조건을 해석하 다. 그림 3.37에 폐쇄된 집합체 상부의 

표 인 측정 (z=0.05 m 그리고 z=0.25 m)에서의 온도 요동 상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z 값은 폐쇄된 집합체 출구에서 측정 까지의 거리

를 의미하며, 출구에서 가까울수록 온도 요동 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

다.

분석된 온도 요동 상을 바탕으로 온도 요동을 이용한 유로폐쇄 탐지

계통의 기본 설계 요건을 설정하 다. 그림 3.38에, 폐쇄된 집합체 상부 

0.25 m 지 에서 폐쇄크기에 따른 주 수 특성이 나타나있다. 그림 3.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도 요동 신호의 측정 최  주 수가 15 Hz로 분석되

었고, 이는 치나 폐쇄 크기에는 거의 무 한 것으로 밝 내었다. 따라서 

측정시의 시간 간격은 주 수 역수의 두 배수 이상인 30 msec 로 설정하

고, 한 출구로 부터의 거리에 따른 온도 변화 분석을 통하여, 온도 측

정을 열 (thermocouple)로 하는 경우를 노심 출구로부터 최  25cm 

이내에 열 가 설치되어야 함을 비로 밝 냈다. 이 경우에 하나의 집

합체에는 하나의 열 만이 설치된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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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노심유로폐쇄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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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0.05m

(b) z=0.3m

그림 3.37 노심 상부의 온도 요동 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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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 = 0.02m (10% block)

(b) z = 0.02m (5% block)

그림 3.38 온도 요동의 주 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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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기존의 액체 속로 핵증기공 계통(NSSS)은 증기발생기에서 열  

설시 발생되는 물과 소듐의 격렬한 화학  반응사고로부터 노심을 보호

하기 하여 간계통이라는 별도의 계통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물과 소듐

의 반응 사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며 한 간계통의 추가는 액체 속

로의 건설비용이 증가요인이 되고 있기에 액체 속로의 도입을 하여는 

증기발생기에서의 물과 소듐간의 반응 사고 가능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설

계가 액체 속로의 안 성을 증진시키면서 결제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기간에 소듐-물 반응 사고 가능성을 제거하여 IHTS

를 단순화 는 제거하는 기술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구체 으로는 

먼  해외의 IHX와 SG의 일체화 개념에 한 특성을 분석하여 이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독창 인 새로운 SG개념인 DTBSG (Double Tube Bundle 

SG)를 개발하고 개발된 DTBSG에 한 열특성을 분석하 다. 한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DTBSG를 사용하는 NSSS의 정 기기 배치안을 도출

하고 도출된 배치안에 한 실성을 평가.확인하 으며 DTBSG의 실제 

용을 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항목을 도출하 다.

가. IHX와 SG의 일체화 개념 열 달 특성분석

해외에서 제시된 IHX와 SG의 일체화 설계 개념  자체 으로 일차 

형성된 소듐-물 반응 사고 가능성을 제거하는 개념에 한 열 달 특성 

 설계 특성을 분석.평가하 는 데, 이러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신개념에

서의 계통설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물리  상  계통 설계 

특성 자체를 악하여 개선된 계통개념의 개발을 한 비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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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개념은 LB-IHTS 그리고 다음 그림 3.39에 구조가 제시되

어 있는 구리  증기발생기, 직 증기발생기, 자연 류 증기발생기 

개념으로서 LB-IHTS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개념은 해외에서 제안되어 

연구가 진행된 개념들이다. 분석은 각 설계 개념에 하여 정량   정성

인 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량 인 분석에서는 분석방법의 단순화 등

으로 인하여 필연 으로 따르게 되는 불확실성의 처리를, 분석 상 개념

안 모두를 기본 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분석 결과에서의 불확실

성이 상호 유사한 크기가 되도록 하여 분석결과의 객 성이 확보될 수 있

도록 하 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3.11와 같다. 

즉, 평가된 각 개념은 소듐-물 반응 사고 가능성은 제거하지만 새로운 

문제 이 발생하기에 이들로서는 한 해결방법이 못되고 새로운 개념

의 창안이 필요하게 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독창 인 설계개념이 다음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루어졌는 데, 본 항에서 기술된 각종 신개념에 

한 평가를 통하여 발견된 각 개념의 장단 은 다음 항에 기술되는 개선

된 IHTS 단순화 개념을 형성하는 데 출발 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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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분석이 수행된 일체형 증기발생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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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LB IHTS 구리밀봉 SG 직접접촉 SG
LB자연대류

SG

소듐-물반응 가능 배제 배제 배제 배제

기기크기 변화 기준경우

.IHX: 길이 30%, 직
경 10% 증가  .증기
발생기 길이10%,직
경10% 증가

증기발생기
직경 14%, 길
이 18% 증가

.PHTS 유량:2
배, .전열면적:
IHX의 1.5배, 증
기지역: 길이
6.5m-->10m

.SG 크기:6배

.PHTS 유
량:10% 증가

NSSS 효율 기준경우 ~  -0.5% 동일 ~ -2% 동일

기기 제작 및
유지보수

기준경우 동일 난이 보통 보통

일차계통 과압 방지 방지 방지 가능 방지

적정 NSSS 형
태

기준경우 KALIMER와 동일 Loop형 Loop형 Loop형

격납 영역 PTHS PHTS SG로 확장 SG로 확장 SG로 확장

잔열제거 특성
PSDRS+ACSG

S+R.S
KALIMER와 동일 별도 HX 이용 별도 HX이용 별도 HX 이용

기타 기준경우

.IHTS 배관 지지하
중 증가  . 중금속물
질의 배관유동-오
염가능지역의 광범
위화

. 제작정밀성에
따라 전열능력
변화 가능성 .
전열관관과 구
리간의 열응력

LB 입자 증착으
로 인한 증기 터
어빈 수명단축

가능성

종합 기준설계
.IHTS 배관 지지문
제 .중금속 증기 오
염 가능성

제작 및 열응력
문제점

기기크기 큼, 일
차계통 과압
가능성

과도한  SG 크
기

표 3.11  단순화 신개념의 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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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 구 성의 설계 개념 개발

앞 항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소듐-물 반응 가능성을 제거하는 IHTS 단

순화 개념으로, 외국에서 제시  연구되고 있는 개념은 그 평가 결과 

실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되어 소듐-물 반응 가능성을 제거하면

서도 제어 구 성이 있는 설계 개념의 개발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어구 성을 갖기 해서는 일차 으로 계통내의 열량에 한 제어

가 운 인자 변화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이러한 제어 구 성의 

설계개념 개발 자체가 IHTS 단순화 즉, 소듐-물 반응 사고의 가능성을 제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근원 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하기에 본 연구

에서는 앞 에서 기술한 해외 개념등에 한 평가 결과의 장단 을 바탕

으로 하여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표에서 가장 근

하면서도 발  가능성이 있는 개념으로 자연 류 일체형 증기발생기 개념

이 설정 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열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기가 무 커

져 실 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으며 이 이유는 고온유체와 순환유체 

 순환유체와 온유체간의 열 항이 큰 데 있는 것이었기에 순환유체

를 강제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념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 다.

설정된 기본개념은 다음 그림3.40과 같이 증기발생기안에 고온유체  

온유체의 열 다발 각각을 증기발생기안에 설치하고 고온유체와 온

유체간의 열을 하여 물  소듐과 화학 으로 안정 인 매질을 간

유체로 체우고 이 간유체를 SG안에서 펌 안에 설치된 펌 로 강제 순

환시키는 구조의 개념이다. 

이 그림의 구조에 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증기발생기내의 온도분포

가 그림 3.41과 같이, 일부 구역에서 간 유체온도가 고온유체 온도보다 

더 높아져 열이 역방향으로 이루어져 체 인 열성능이 하되는 문

제 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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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개선된 열 다발 배치방법 연구가 

이루어져 DTBSG 구조가 그림 3.42의 세가지 배치가 도출되어 체 으로 

네 종류로 발 되었다. 이들  집  복수지역형 경우의 온도분포가 그림 

3.43에 제시되어 있는 데, 열 다발의 재배치를 통하여 기 구조인 집  

단일지역형 구조에서의 역방향 열의 문제 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된 이 배치 증기발생기를 제어 에서 고찰하면 그 구조가 앞 

항에서 직  증기발생기 개념 경우에 설명된 수로의 열량 제어에

서의 불확실한 이 없기에 제어가 용이하게 구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 소 사정에 따라 요구되는 출력 수 에 맞추어 제어 을 통한 노심 출

력 제어 그리고 수량의 제어 등으로 생산되는 증기 조건  출력을 용

이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한 DTBSG의 실성을,  소요 기기크기  발선소 성능, 제작성  

인허가성에서 기본 인 특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평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구  실성이 있는 가운데 용이하게 제어되면서  소듐-

물 반응 사고 가능성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IHTS를 

삭제함으로써 경수로 비 더 비싼 액체 속로 건설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개념인, 열 다발 이 배치 SG 개념을 개발하

다. 개발된 이 새로운 SG 개념은 국내 고유의 개념으로서 한국, 일본  

미국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 출원에 한 심사가 진행 이며 이들 국가 

 미국으로부터는 등록승인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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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열 다발 이 배치 증기발생기(DTBSG) 기본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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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열 다발 이 배치 단일지역형 

증기발생기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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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열 다발 이 배치 증기발생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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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유체 상향지역  

      

   나. 간유체 하향지역

 

그림 3.43 열 다발 이 배치복수지역형에서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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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체화 개념 기본특성 실험요건 설정  

앞 항에서 설명된 IHTS/SG 일체화 개념인 열 다발 이 배치 복수

지역형은 새로운 구조의 개념이기에 이 개념의 작동성 확인  해석 방법

론의 보정을 한 실험의 수행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일체화 개념에 한 

실험 요건 작성이 수행 다. 

실험의 실성을 고려하기 하여 실험장치 기본인자와 유도인자  

성능인자간의 최 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구체  내용은 참고문헌 [심윤

섭, 2003]에 기술되어 있음) 다음 그림 3.44는 이러한 작업 결과의 한 

로서 열 의 외경 변화에 따른 통(shell)안에 수용되는 열 의 수

(Ntt), 통의 내경(Dsi), 열계수와 면 의 곱 UA,  순환 유체의 

Reynolds 수(Remi)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요건의 상 실험은 신개념에 한 첫 번째 실험임을 감안하여 

일단은 새로운 SG 구조의 열교환기에서의 작동성  기본 열성능을 측

정하는 데 그 을 두어 단상 열교환 경우로 하 으며 측정 상 장치는 

세 종류이다. 즉, 개발된 신개념 SG 구조와 같이 3종 유체를 사용하는 구

조의 장치로 두가지 즉, 열 다발 이 배치 복수지역형 SG 구조와 단일 

지역형 SG 구조의 열교환기 그리고 이러한 열교환기의 기본 열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2종 유체의 단일지역형 열교환 장치로 설정하 다.

이들 장치는 쉽게 증기발생기의 실험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 

요건이 구상되어 실험장치의 활용성이 높아지도록 하 다. 설정된 실험요

건의 주요인자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  내용은 [심윤섭, 2003]

에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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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일체화 개념 실험장치에서 기본 기하인자와 

유도인자간의 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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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설정된 실험 요건 주요 인자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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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개발된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인 DTBSG에서의 온도분포 특성을 조

사하여 DTBSG에서의 온도분포요소는 기존 열기에서의 요소와는 다른 

요소가 개재되고 이에 따라 온도분포 양상이 기존의 열교환기와는 달라짐

을 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열성능이 개선되는 구조인 그림 3.40의 4)

인 반경분리형 구조를 추가 으로 개발하 다. 다음 그림 3.45는 복수지역

형과 새로운 구조인 반경분리형 간의 온도분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집  복수지역형 경우는 내부지역에서는 튜 치

0%지역에서, 외부지역에서는 100%지역에서 역방향 열 성향의 온도분포

가 존재하나 열  다발 배치 변경이 이루어진 반경분리형에서는 이러한 

비효율 인 온도분포가 사라졌다. 한 작동 유량 특성을 조사하 고 이로

부터 기존의 열기와는 달리 최 유량이 존재함을 발견하 으며 이 최

유량이 DTBSG 형식에 따라 크게 다름을 역시 발견하 다. 이와 같은 조

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3.13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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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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유체

압력손실

앙유로

사용시
아주작음 작음 매우 큼 매우 큼

환형유로만

사용시
아주작음 작음 큼 큼

열능력

 분리형보다는 낮음

-복수지역형 보다 

낮음

 분리형보다는 낮음

-단일지역형보다는 근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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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일체형 증기발생기 종류의 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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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DTBSG 구조 개선에 따른 

분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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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기기 배치 특성평가

개발된 일체화 개념의 증기발생기 DTBSG를 이용한 NSSS 구성 방법

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법에 한 특성 평가를 하여 일체화개념의 구 을 

한 기본작업을 수행하 다. 특성평가 상이 된 DTBSG를 이용하는 

NSSS 배치방법은 다음 그림 3.46에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다. 이 네가지 

배치에 사용되는 DTBSG 형식은 집 반경분리형과 상하분리형의 두 종류

이다. 이는 앞 항에서 설명한 열유동 특성분석결과  NSSS 배치 특성조

사로 DTBSG의 네가지 형식  앞으로의 개발 상 형식을 일차 으로 두 

종류로 압축 다는 의미를 지닌다.   

1) 노심-SG 배  단축화 평가를 한 기기크기 설정

평가 상 배치방법의 실성 평가요소  하나가 기계구조  타당성

이 되며 이의 만족성 여부 평가를 해서는 각 배치안에 한 정량 인 

자료가 요구된다. 한 정량 인 자료는 기계구조  타당성외에 성능의 타

당성 검토에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배치방법에 따른 NSSS 주요기기

에 한 개략 인 기기 크기 산정이 발 소 용량 600MWe  1,200MWe

에 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의 요약은 다음 표 3.14와 같다 (자세한 

결과는 [심윤섭, 2004]에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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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일체형 SG를 이용한 NSSS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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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50

K-

600

Loop

기본

반

Pool

소형 격

납 L

소형 격

납 P

전기출력 MWe 150 600

SG 갯수 2 2 2 2 4 4

원자로 직경, m 7 11 6 11 6 12

길이, m 19 18 14 18 14 18

0.54 0.82 0.9 0.9 0.65 0.65

격납용기 직경, m 30 30 25 13

길이, m 40 40 30 30

SG 인자

적용 SG 종

류

집적

복수

집적

복수

상하분

리

상하분

리

총외형길

이,m 15.6 20.6 15 15 15.3 15.3

통 직경,m 2.8 4.1 4.6 4.6 2.8 2.8

총질량/개,

ton 220 670 1,536 1,536 576 576

전기출력 MWe

원자로 직경,m 8 13 8 14

길이,m 18 20 18 20

격납용기 직경,m 50 50 35 18

길이,m 50 50 40 40

SG 인자

총외형길

이, m 18.4 18.4 17.5 17.5

통 내경,m 4.6 4.6 3.6 3.6

총질량, ton 1,878 1,878 1,116 1,116

DTBSG 변동/조정가

능폭,%

SG 연결 고온 배관

직경,m

600

NSSS배치종류

1200

+- 40 % +- 40 % +10/-30%

총외형길이 통 내경 총질량

표 3.14 배치방법에 따른 NSSS주요기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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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SSS 최  배치안 설정

DTBSG 이용 NSSS의 배치안의 실성 평가를 통한 최  배치안 설

정작업을 수행하 다. 이 평가는 DTBSG자체 인자 과  DTBSG외부 

인자 의 두가지 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졌다. 

DTBSG자체 인자 은 DTBSG 자체 인 특성에 한 것으로서 

열량 비 필요한 SG의 크기, 펌핑 사용 력, SG 제작성  내부식성이 

된다. 이에 비해 DTBSG외부 인자 은 DTBSG를 이용하여 NSSS를 

구성시킬 때의 인자로서 원자로 용기의 크기, 격납dome을 포함하는 

NSSS의 크기, 기계구조  건 성  인허가성 등이 된다

배치종류  Loop 기본형과 반 pool 형은 격납크기 설정시 증기  

단사고 수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데 이 두 배치  격납크기가 상 으

로 작은 배치형인 반 pool형을 표 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 표 3.15와 같

이 사고시 격납냉각 없이 최 압력이  PWR 격납설비 설계압력 정도가 

되어 기본 으로 증기  단사고를 수용할 수 있어 실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3.16과 같이 요약 된다 

(상세결과는 참고문헌 [심윤섭, 2005]에 기술되어 있음).

표 3.16에 정리된 바와 같이 네가지 배치 형식  반 pool 형 방식과 

소형 격납 pool형이 한 배치방법으로 평가 으며 이 두 가지 방식 

의  최  방식은 앞으로의 기술개발 결과  인허가 여건등에 의해서 결

정될 성질인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DTBSG를 실제로 용하기 하여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 3.17에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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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적 보수적 낙관적 
CV 체적 

증가 

o 모형인자      

급수누설 시간, 초  20 20 20 20

격납체적 다공도 0.7 0.7 0.7 0.84

급수방출비율 (누설율/급수량) 1 1 1 1

정상SG 의 기여계수(정상SG 로부터 넘어  

올 수 있는 급수량/정격급수량) 0.5 0.5 0.3 0.5

SG 전열관내 액체공간 체적비 0.5 0.7 0.5 0.5

o 계산     

SG 전열관내체적,m3/SG 17.150 17.150 17.150 17.150

격납체적,m3 28,274 28,274 28,274  28,274 

격납 공간체적,m3 19,792 19,792 19,792  23,750 

SG 개수 2 2 2 2

급수량-정격, kg/초/SG 350.9 350.9 350.9 350.9

SG 전열관내 물질량,kg/SG 7,639 10,351 7,639  7,639 

누설기간내 최대누설량, kg 18,166 20,878 16,762  18,166 

격납내 최대 물 질량,kg 25,804 31,230 24,401  25,804 

격납내 최대 물 비체적,m3/kg 0.77 0.63 0.81 0.92

격납내 최대 압력 0.41 0.49 0.40 0.36

 

표 3.15 600 MWe의 간이 pool 형 배치 경우의 

증기  단사고시 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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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S 배치 
구조 

배치 1: Loop형 기
본배치 배치 2 : 반 pool형 배치 3 : 소형격납 

loop형 
배치 4 : 소형격납 

pool형 

1.적정 
DTBSG형식 집적 복수지역형 상하분리형 

2. 기술성 - 전열관 노즐 설치 공정 복잡. 
- 이로 인해 SG크기 예측치보다 커질 수 
있음 

- SG 지지성 세부연구 필요 
- 부식성 세부검토/내부식성 제고 연구 필
요 
- 중간매체 펌핑성으로 SG 크기 예측치보
다 커질 수 있음 

IHTS 및 SWR 대처 
계통 삭제 

IHTS 및 SWR 대처 
계통 삭제 

IHTS 및 SWR 대처 
계통 삭제 

IHTS 및 SWR 대처 
계통 삭제 

3.. 경제성 
 
 
 
 
  배치1, 3에 비해 

PHTS 배관 단축/제
거 및 노외 PHTS 
기기 숫자 줄임 

격납의 소형화로 건
물크기 감소 

완전 pool 형 

4. 안전성 SWR 발생가능성 
현실적으로 제거 

SWR 발생가능성 
현실적으로 제거 

SWR 발생가능성 
현실적으로 제거 

SWR 발생가능성 
현실적으로 제거 

3. 인허가성 증기관파단사고와 PHTS Na 배관 파단사
고의 동시발생 경우에 대한 대처 설계 및 
논리 필요 

-격납관통 SG 설치방법에 대한 논리 확보 
필요 
-격납경계 및 관통성 타당 논리 구체화 
필요 

적용 현실성 배제되
지 않음 

적용 현실성 배제되
지 않음 

적용 현실성 배제되
지 않음 

적용 현실성 배제되
지 않음 

4. 종합 
 
 
 
 
 
  

가장 안정적인 접근
을 취할 때 적절 
 
 

Pb-Bi 부식성 및 펌
핑이 문제될 때 가
장적절 배치  

격납크기가 경제성
에 미치는 영향 크
고 Loop 형 장점대
두 될 때 가장적절 
배치 

격납크기가 경제성
에 미치는 영향 크
고 Pool 형 장점이 
클 때 가장적절 배
치 

 

표 3.16 배치별 DTBSG NSSS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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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대상 SG

형식 바람직한 연구방법 

o DTBSG 제작성  
- 전열관과 노즐 연결 
- 노즐의 shell 부착 

공통 o 상업적 제작관점의 검토가 필요하기에 
기기제작자의 기여 필요 

o 중간매체 펌핑성 (펌프의 현실
적인 크기) 

상하분리형 o 대형 실험 수행 

o Pb-Bi 내부식성 확보 상하분리형 o 기존의 부식특성 자료 확보와 분석 및 
필요시 설계 변경 또는 재질 개선 

1. 기술성 

o 증기관 파단사고 수용성과 격
납dome 크기 평가 

집적 복수
지역형 

o 증기관 파단사고 해석(SG 재순환운전 포
함), SGAWT 격리 방법 강화 

2. 경제성 o DTBSG및 격납용기 설계에 따
른 건설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를 통한 설계의 최적화  

공통  o 건설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평가

o 증기관파단사고와 PHTS Na 배
관 파단사고의 동시발생 경우에 
대한 대처 설계 및 논리 개발 

집적 복수
지역형 

o 동시발생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거되록
하는 설계기술 연구 

- LBB 
- 증기관 파단사고의 조기인식 및 종
료를 위한 계통설계 

o 격납관통 SG 설치방법에 대한 
논리 확보 필요 

상하분리형 o SG 설치에 대한 설계 구체화 및 dome의 
건정성 평가 

3. 인허가성 

o 격납경계 및 관통성 타당 논
리 구체화 

상하분리형 o 기존의 격납 요건 개념, 관통요건 개념 
심층분석 

- 대처논리 개발 (예:기존의 액금로 IHTS 
격리 밸브 설치 제거 논리) 
  - 새로운 설계구조에 맞는 인허가 요건 
도출 및 변경 타당성 논리확보 

 

표 3.17 DTBSG의 실제 용을 해 필요한 연구사항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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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험결과의 이용을 한 측정인자 민감도  측정방법론 특성 분석

1) 일체화 개념 열성능 특성평가 보완

일체화된 IHTS/SG 의 실험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일체화 개

념 열성능 특성평가를 보완하기 해서는 작동유체의 물성치가 필요하

다. 필요한 물성치를 측정하는 데는 측정허용오차의 크기에 따라 그 측정

방법이 달라지거나 는 측정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에 실험자료 이

용에서 허용되는 물성치의 오차크기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일체화된 IHTS/SG 의 일반  열유동 특성은 앞에서 기술한 2의 라

와 같다. 실험자료로부터 류열 달 계수 h값을 결정하는 작업에서 요구

되는 물성치의 정확성 의 오차 특성을 련 상에 한 인자 계에서 

보면, 실험에서 측정되는 열교환기(즉 모형 SG)의 출구와 입구 온도 차이 

ΔTm과 측정자료로부터 구해지는 h가 가지는 종속인자와의 함수 계를 나

타낼 수 있다. 측정자료로부터 h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h의 변화는 여러 

인자의 함수가 되는데, 이들 인자는 출.입구 온도 차이, 물성치, 그리고 유

량, 입구온도  기하인자 등의 기타 인자이다. 여기에서 물성치의 측정오

차로 인한 부분만 무차원화된 h의 변화량으로 표시하면 민감도에 한 식

을 얻고, 주어진 xi에 해 ΔTm를 계산하고, 이 결과로부터 h를 찾아 각 

인자에 한 민감도 S를 계산한다. 

 비열을 알고 있는 물질과 Wood metal간의 혼합을 통한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비열을 측정하는 방법의 측정오차 정도를 분석하기 해, 두 물

질 혼합에 한 에 지 계식을 구성하여, 인자들의 오차 향이 반 된 

비열에 한 오차 함수 계식을 세웠다.

 이 개발된 방법들을 이용하며, 해석  열식을 이용하여 실험조건을 

분석한 결과,  일체화 IHTS/SG 특성 실험요건의 기  조건 경우, 측정

자료에서 h 값을 결정하는 데는 물성치, 도와 비열은 각각 이들 측정오

차의 7배 정도가 h값에서의 오차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 이 두 가지 

오차를 략 으로 같이 반 하면 도와 비열 측정오차의 10배 정도가 

열 달 계수의 오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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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값을 알고 있는 물질과 Wood metal과의 혼합 방법으로 Wood 

metal의 비열을 측정하는 경우, 혼합에 사용되는 두 물질의 질량, 비열의 

상  크기가 측정되는 비열에 미치는 향은 두 물질간에 상호 동일하

다. 따라서 측정에 사용되는 두 물질의 비열  질량은 오차 에서는 단

지 온도와 질량 측정에서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에서 선정되면 된다. 

, 이 방법으로 측정되는 비열의 오차크기는 기  물질의 비열오차 그리

고 두 유체 각각의 질량 측정오차, 혼합 후의 오차의 확률 인 합이 된

다. 정량 인 로서, 기 물질의 Cp값의 오차가 0, 질량 측정상의 오차가 

0.1%, 혼합 후의 온도 차이 측정 오차를 0.5%로 한다면, 이의 방법으로 

측정되는 Cp값의 측정오차는 략 1%정도가 되게 된다.

 Wood metal의 비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용기의 한쪽 벽면을 가열

하고 반 편 벽면을 통하여 열이 방출되는 조건에서의 련인자를 측정하

여 이로부터 열 도도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배치에서 자연

류의 향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를 상용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이 때, 력가속도 방향이 수직하향일 경우 용기의 윗면을 가열면으

로 하고 열이 바닥면으로 빠져나가도록 배치를 하면 용기안의 자연 류 

향이 열 도도 측정에 미치는 향을 0.1% 이내로 제한시킬 수 있어, 

자연 류 향을 실제 으로 배제시킨 가운데 열 도도 측정을 할 수 있

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서 제시된 오차분석과 허용오차 결정 방법론을 이용하면, 실험 수

행시 불필요한 정확성을 배제하고 허용가능한 범 내에서 정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비열 측정시 자연 류의 향을 배제하는 측정 방

법이 제시되어, 실험수행시의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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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소 동  설계 기술 개발

발 소 동 설계 기술은 정 에서 형성된 설계가 실제로 운 되어 

질 수 있도록 과도 인 면을 고려하는 설계기술이다. 이러한 동  설계 기

술 개발 차원에서,  KALIMER와 같이 NSSS의 열용량이 큰 계통에서 제

어 응답성의 개선,  NSSS 과도기  역류가 발생 가능성의 평가  이러

한 조건의 열유동 특성의 분석, 그리고 PDRC와 같은 피동잔열제거계통 

사용 잔열제거 경우 사고 기시 노심 정 냉각성확보성의 분석  이의 

처 방법의 개발을 수행하 다.

가. 계통 열용량과 제어성간의 상 성 평가  제어 응답성 개선

pool 형 액체 속로는 커다란 열용량을 지니게 되고 한 노심의 열이 

간 열교환 계통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달되므로 계통이 긴 지연시간을 

갖게 되기에 한 제어논리를 설정하기 해, 계통 분석 모형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열용량과 제어성간의 상 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어성능요건을 만족시키는 제어논리를 개발하여 이를 LSYS에 

용하여 실제 인 제어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설정된 제어논리가 만족스

럽게 운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 다. 

계통 열용량과 제어성간의 상 성을 악하기 하여 노심의 출력변화

에 따른 계통온도 변화 상에 한 묘사로서 분리모형과 혼합모형을 설정

하여 지연효과를 분석하기 한 제어성능 기본 해석 로그램 TsysDel를 개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어논리를 평가하 다. 이러한 평가 결과 

단순 구조의 비례제어 논리가 복잡한 구조의 Smith 보상제어기법보다 더 

성능이 양호함을 악하 으며 이를 통하여 종합 으로 KALIMER 제어

에 한 제어 논리를 개발[심윤섭 외, 2003] 하 으며 다음 그림 3.47은 

개발된 제어 논리에 의한 KALIMER NSSS의 제어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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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설정된 최 제어 기법에 의한 50% 선형 출력변화시 제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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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차세  LWR의 성능요건인 EPR URD에 있는 부하추종성

능요건 [EPRI, 1990]의 경우로서 2시간 동안에 50% 출력이 감소하는 경

우의 시험결과로서 NSSS는 정해진 운 목표 계획에 의해 목표 노심출구 

온도(tgTcex), 목표 PHTS유량  IHTS유량(tgMFi)이 시간별로 설정되

며 제어는 이들 목표치가 구 될 수 있도록 노심출력  PHTS와 IHTS 

펌 가 제어된다. 이 그림에서 보면 유량  노심출력이 목표치와 실제치

가 서로 동일한 곡선으로 보일 정도로 제어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된 제어논리가 만족스러운 성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자로 내부 열유동의 과도 상 분석 

KALIMER와 같은 pool 원자로에서는 그 내부구조가 loop형에 비하여 

복잡하고 이로 인하여 계통과도기 시  원자로 내부에서의 상도 훨씬 더 

복잡해지며 만족스러운 계통설계를 수행하기 하여는 계통 과도기  원

자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유동 상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

요성에 맞추어 노심의 긴  정지시  안 등  잔열제거 계통이 작동하

는 과도기 경우에 형성되는 원자로내 병렬유로에서 역류 유동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노심 긴 정지시의 열유동 과도 상

노심이 긴 정지하면 PHTS펌 는 노심 냉각을 해 한 동안 정상

인 공 계통인 PHTS 유량제어 계통에 의해서 력을 공 받다가 안 등

의 성보완장치로부터 력을 제어없이 공 받게 된다. 이때 열유동

인 건은 노심 통과 유량의 노심냉각 의 정량 유지 여부다.

이러한 과도기에 하여 본 연구기간에 기능이 확장된 LSYS를 이용

하여 KALIMER에 한 과도기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해석 결과는 다

음 그림 3.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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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원자로 정지시 기 유동인자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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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의 해석에서, 원자로 불시정지는 0 에 그리고 펌 의 정상

력 공 정지는 10 에 발생되었으며, sdgPHTS는 PHTS loop의 자연 류 

head 크기, xFRmpn은 무차원 loop 유량, xpphdp는 펌 의 무차원 head

를 각각 표시한다. 기 10 까지는 격한 노심 출력감소로 인해 노심 출

구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만회하기 하여 유량 제어계통에 의해 펌 에 

공 되는 력역시 격히 감소됨으로 인하여 펌  head  유량 모두가 

이 그림에 보인바와 같이 격히 감소를 하게 된다.  자연 류 head 곡

선은 23 부터는 - 값이 되어 이 음의 상태가 1,303 까지 유지된다. 이러

한 음의 자연 류 head의 발생은 노심의 열출력감소가 유량감소보다 더 

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이다(구체  내용은 참고문헌[심윤섭, 

2002]에 기술되어 있음). 

이와 같이 음의 자연 류 항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노심의 냉각을 해

서는 양의 유량이 형성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기능을 성보완 장치가 해

주고 있음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성보완 장치에 

한 성능요건은 비록 작은 력이더라도 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약

1,500여  동안에 펌 에 공 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은 다음 주제항인 ‘3. 라 일차계통 자펌  성보

완장치 성능요건 특성 평가’ 에서 추가 연구결과가 설명된다. 

◦환형공간과 IHX의 병렬 유로의 유동

사고시 노심 긴 정지 후 계통의 열을 안 등  설비로만 제거할 경

우, PHTS온도는 계속 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PHTS내 소듐이 

팽창되는 상이 원자로 baffle을 소듐이 넘칠 때까지 계속되게 된다. 소

듐이 원자로 baffle을 넘치게 되면 고온조의 소듐이 baffle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환형공간을 통하여 흐르게 되면서 안 등  잔열제거 설비인 

PVCS가 본격 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통의 온도가 감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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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게 PVCS가 작동을 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고온조(pool)의 

소듐과 온조의 소듐간에는 병렬 유로가 형성되게 된다. 즉, 고온조와 

온조가 IHX를 통하여 연결되는 통상 인 유로에 추가하여 이 조건에서는 

환형공간을 통하는 유로가 고온조와 온조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로로 형

성되게 된다. 따라서 유량은 병렬유로를 구성하는 두 유로의 유동 항, 그

리고 각 유로에서의 자연 류 head의 차이등의 요인등으로 인하여 각 유

로에서의 유동방향  크기가 결정되게 되고  이러한 유동의 변화는 

PVCS 열제거 능력  구조물의 온도에 큰 향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과도기  거동에 한 평가가 계통의 사고시 성능을 확

보하기 하여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병렬유로의 정상상태(steady state) 유동에 한 

해석  분석을 수행하고  이번 연구기간에 개발된 LSYS의 환형유로와 

IHX간의 병렬유로의 유동해석 능력(이 보고서 항 “3. 다”에 기술되어 있

음)을 이용하여 PVCS가 작동되는 과도기의 열유동 과도 상의 특성을 

악하 다.병렬유로에 한 해석 을 분석 수행하 고 이로부터 병렬유로 

a, b에서 다음 조건이 만족될 경우 유로 b에서 역류가 발생됨을 알 수 있

었다 (구체 인 내용은 [심윤섭, 2002]에 기술되어 있음).

      1<
Ha-Hb

Ca m ̇ 2t        3.3)

여기서 C는 유동 항계수, H는 유로내의 head, m ̇ t는 병렬유로 후

의 유량(즉, 순유량)을 나타낸다. 

한 PVCS가 작동되는 과도기에 한 LSYS를 이용한 해석 결과는 

다음 그림 3.49와 같았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선의 환형유로(RVBan)

에 한 Rhcf가 1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실제로 반 편 유로인 IHX유로

의 유량 FrmIHXtpN이 음으로서 역류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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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거론 할 은 이러한 IHX유로에 역류가 33,758 부터 형성되지만 

환형공간 유로의 액 가 고온조와 환형공간을 구분짓는 baffle 높이와 같

아지는 시 은 35,758 부터로서, 환형공간의 액 가 baffle을 넘기 에 

이미 병렬회로가 실제 으로 형성되어 반 편 유로인 IHX유로에 역류가 

형성된다는 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PVCS 작동과도기  IHX유로에 역류 과도기

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역류발생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역류 

발생여부를 사 에 단할 수 있는 측 기 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내 역류 상의 향평가 등 연속된 연구결과가 다음 항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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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PVCS 작동 과도기시 LSYS 해석에 의한 RV Baffle 

환형공간과  IHX 유로의 유량  역류인자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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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 내부 병렬회로 역류 과도 상 향 평가

앞 항에서 설명한 역류 발생이 계통에 미치는 향을 세 가지 , 

즉 잔열제거량의 감소 여부, 온도변화의 격성 여부, 노심냉각 해 여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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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환형유로 소듐의 온도는 환형유로로 유입되는 소듐

의 온도가 요한데 역류 발생으로 인하여 온조의 차가운 소듐이 IHX

를 역류하여 환형유로로 유입됨에 따라 환형유로의 온도가 내려가 잔열제

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LSYS를 통한 정량 인 분석결과, 역류

발생시의 역류유량이 다음 그림 3.5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작

은 양이기에 온조의 소듐에 의한 환형유로 소듐의 온도 감소는 극히 미

미하거나 실제 으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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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역류유동발생 시기의 평형유로 유량  

자연 류 head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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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종합 인 효과는, 역류발생은 잔열제거량을 증진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실제로 이 기간의 잔열제거량은 그림 3.49와 같이 

변하는 것으로 분석 다. 이 그림에서 굵은 선  에 치한 것이 잔열

제거량을 나타내고 아래에 치한 것이 환형유로 액 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역류가 발생되는 기간동안의 잔열제거량 증가정도는 역류발

생이 과 거의 같은 데 이는 환형유로안의 유체인 소듐의 열 도도가 매

우 크기에 IHX 역류로 인한 환형유로 유량의 증가가 주는 효과가 실제로

는 미미하여 체 으로는 그 제거량이 효율 인 열면 의 변화, 즉 환

형유로 액  변화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 은, 

IHX역류 발생이 잔열제거량에 악역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다.

◦온도변화의 격성 여부  

계통 주요인자의 온도변화가 다음 그림 3.51에 제시되어 있는데, 역류

발생 후에 계통인자의 온도들이 비교  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들  가장 격한 것이 원자로 용기의 내벽온도인데 이 온도는 높이 좌

표 z=-4.12m 인 지 (환형유로바닥 =-11.925m, baffle 높이=-2.850m)

의 온도이다. 

이온도의 평균 변화율을 보면 (557.7-389.6)0C / (35,865-27,835)  ≈ 

0.0210C/  = 1.30C/분 = 750C/시간으로서 이는 Operational Transient 

[심윤섭 외, 2002] 시의 온도변화정도[심윤섭 외, 2002 의 그림 4.2.4-1]에 

해당되는 크기이기에 구조물에 악 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  



- 125 -

그림 3.51 역류시기의 계통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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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냉각 해 여부

IHX 역류가 노심 냉각에 사용되는 loop 유량의 크기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기에 IHX 역류가 노심냉각에 미치는 향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체 으로  이 시기의 노심 출구 온도는 의 그림 3.51에서 

알 수 있듯이 baffle을 넘쳐 흐르는 새로운 유로의 형성으로 loop 유량이 

더 많아져 온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IHX역류가 노심 냉각을 해시

키는 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조사 결과의 종합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PVCS 작동시의 IHX유로  환형유로의 병렬유로에서 IHX 유로의 

역류 상은 역류자체에 한정시키기보다는 이 시기의 유동측면의 반

인 인자의변화, 즉 baffle을 통과하는 새로운 유로의 형성  IHX 

통과 유량의 유량화 등의 포 인 시각에서 이에 따른 상을 이

해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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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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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차계통 자펌  성보완장치 성능요건 특성평가

앞에서 설명 듯이 성보완장치 성능은 안 성 확보에서 요한 사항

이다. 그러나 2단계 연구까지는 계통설계에서는 설계 개발의 특성이 계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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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개념설계가 완료된 시 인 3단계에서는 성보완 장

치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여, 이의 성능요건을 구체화하고 한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안 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계통설계 개발을 하여 필요한 사

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보완 장치의 성능특성이 계

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보완장치의 성능요건을 

도출하 다. 

o 분석도구

이러한 련 열유체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 보완장치 성능에 

따른 계통 특성을 분석하는 로그램인 AIDE를 개발하 으며 분석 상 

계통구조는 다음 그림 3.5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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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식 변화등 다양한 계통 설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에 

PHTS 이외의 계통인 IHTS나 SGS 계통 등이 여하지 않기에 NSSS 

체를 묘사하는 LSYS로 이를 해석하기에는, 해석 상 구조  모형의 변

화를 반 하는데 불필요한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한 효율

인 분석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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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분석 로그램 AIDE에 묘사된 PHTS 계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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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석 기 경우의 분석결과 

작성된 AIDE를 이용하여 열모형에 사용된 모형계수, 즉 고온조와 

격납공간간의 열계수, 고온조내의 상부와 하부간의 열계수등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계수가 실 으로 변할 수 있는 범 내

에서 값의 변화가 계통 성능에 미치는 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사 분석과정을 통하여 KALIMER-150 경우에 한 기  분

석 조건을 설정하 으며 다음 그림 3.53은 이러한 KALIMER-150의 기

경우에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과도기는 발 소에 사고가 발생

하여 원자로  펌 가 0 에 정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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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ead  유량과 붕괴열 변화      

     

  

나) 온도  유량과 붕괴열 변화  

그림 3.53 기 경우의 계통과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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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자연 류 head는 기에 음이 되었다가 차츰 그 음의 크

기가 작아져 600  정도에서 양으로 복귀하며 이내 차 증가하며 이에 

비해 성보완 장치로부터의 head는 격한 감소를 계속하다가 860여  

정도에서는 감소된 head의 공 도 단된다. 이에 따라 총 head는 격한 

감소를 하다가 860  정도에야 감소세를 멈추고 약간의 증가를 하는 모습

을 띄게 된다.  이로 인하여 유량 역시 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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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괴열의 정상노심출력 비 비율치보다 작은 상태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노심출구 온도는 계속 으로 속한 온도 증가가 이루어지다 1,030 에 최

고치에 도달한 후 붕괴열의 감소에 따라 감소를 한다. 이러한 노심온도의 

과다 상승은 노심냉각에 충분한 자연 류 head가 형성되기 에 성보완

장치로부터의 head 공 이 단되기 때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로부터 기  경우에는 원자로  펌  정지 사고 경우에 노심 출

구온도가 제한온도를 훨씬 상회하는 문제 , 즉 PHTS 내의 국부  냉각

에 문제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 성보완 장치 성능요건

 성장치의 성능모형을 달리 하여, 즉 서로 다르게 설계되는 성보

완 장치 사용경우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성보완 장치의 성능에 따른 

향을 분석하 으며 이로부터 악된 노심냉각과 성보완장치 성능간의 

특성으로부터 성보완 장치에 한 이상 인 성능요건을 도출하 다. 즉 

과도기  노심출구 온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3.4)

이 식에서 온조 온도는 앞의 결과 그림 3.53에서 보듯이 성보완장

치 성능이 문제가 되는 과도기 기간동안에는 거의 일정한 값이 되므로 노

심출구 온도가 제한치, T허용.max이내가 되기 해서는 유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만족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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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 식 우변의 T로 구성되는 분수식의 분자는 정격작동 의 값들이며, 

분자의 T허용.max 는 과도기간 에 허용되는 최  온도로서 이는 제한치보

다 낮은 온도가 된다. 즉 유량이  식과 같이 형성되도록 성보완 장치

로부터 head가 제공되면 노심출구온도는 제한치 이내로 들수 있게 되며 

이 식이 성보완장치의 이상 인 성능요건이 된다.

마. 펌  정지사고 기 냉각성 제고 설계개념  개발  성능분석

앞 항에서 성보완장치 성능이 발 소의 안 성에 요하고 안 성 확

보를 한 성보완장치 성능요건을 개발하 다. 여기서는 그러나 이러한 

성능요건 개발과정 에 발견하게 된 요한 사항은 사고시 노심의 정

냉각성이 확보될 수 없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근원 인 이유는 사고 발생

후 바로 잔열제거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었다.  

따라서 사고 기의 정 노심냉각성을 확보하기 하여는 성보완 장

치의 성능개선보다는 사고 기부터 바로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도록 잔열

제거 장치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된다. 이에 따라 펌  

정지 사고 기시 노심 냉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잔열제거 장치 설계 개

발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이러한 설계개념의 개발  성능 분석에 한 

설명을 한다. 

1) 펌  정지사고 기 냉각성 제고 설계개념 개발 

사고 기시 문제  해소를 해, 사고발생과 더불어 바로 잔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잔열제거 설계 개념인 IDINHX (Integrated Decay heat 

and INtermediate Heat eXchanger)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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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개념은 앞의 ‘1. 가. 3의  RHRS‘ 항에서 설명된 KALIMER- 

600의 잔열제거 계통인 PDRC의 DHX 설계를 개선시킨 개념으로 DHX와 

IHX를 같은 공간에 설치하는 구조이다. 구체 으로 보면, 다음 그림 3.54

와 같이 원자로 고온조 지역 내에 원통형의 공간을 설정하고 이 공간의 

심에 IHX를 배치하고 IHX주변에 DHX 열 을 설치하며, 원통 상부

와 하부는 개방하고 고온조와 IHX 통(shell)측 사이에는 수개의 유동 유

도 을 만들어 PHTS 소듐이 IHX내부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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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노심의 정냉각성 확보를 해 개선된 

PDRC의 DHX 설계구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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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고시 펌  정지와 더불어 원통내부가 온조의 

소듐으로 자연 으로 채워지게 되기에 IHX 내부의 고온의 소듐과 IHX 

밖의 온의 소듐간에 IHX 벽면을 통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IHX 내의 고온소듐에서 IHX 밖에 치하는 DHX 열 으로

의 열방법은 기존의 KALIMER-150의 SGACS(SG Auxiliarly Cooling 

System)의 열방법과 유사하지만 SGACS의 공기 류보다는 훨씬 더 효

율 인 소듐 류가 여기에서는 이용된다. 

이 방법에 의한 열량이 불충분하면 열강화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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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온조에서 DHX로의 유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앞에서 설명한 IHX 벽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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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X 길이구간의 높이 부가 다 자연 류 head 형성

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에 자연 류 head가 진되며 앞서 조사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 이런 개선된 개념은 비단 자 펌 를 사용

하는 노형인 KALIMER-150  GE사의 PRISM에서만이 아니라 기계식 

펌 를 사용하는 노형인 KALIMER-600에게도 용되어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설계 개념은 KALIMER의 기존설계 개념의 취약성을 해소하

는 개념이자 KALIMER와 경쟁 설계개념인 GE사의 PRISM 설계 개념과 

비교하여 성능상에서 그 우 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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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개념 DHX 작동 분석모형 개발

도출된 신개념 DHX인 IDINHX의 작동 성능을 분석하기 한 모형을 

IDINHX의 열경로  유로 경로를 고려하여 개발하 다. 이 개발에서 

밸 가 없는 IDINHX는 밸  있는 IDINHX에서 밸 가 강제로 닫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여기서는 밸  있는 IDINHX를 기 으로 하여 분석모

형[심윤섭, 2004]을 설명한다. 

IDINHX 작동상태는 액 , 밸  상태, 유량성분의 존재여부 등에 의해 

다음 그림 3.55에 보여진 바와 같이 네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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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IDIHNX의 작동상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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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동특성을 지니는 IDINHX의 유량에는 PHTS Loop 의 헤드

와 유동 항간의 유량성분, IDINHX 통측 액   고온조 액 간의 액  

연동변화에 따른 유량성분 그리고 IDINHX 지역 소듐의 도변화에 따른 

유량성분의 세가지가 존재하는 데 이들 각각이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동식 

 에 지 식 체제를 갖추었다. 

한 온도계산에서는 IDINHX 와의 열경로는, IDINHX shell 측 소

듐, IDINHX내 열  다발인 PDRC 열 내의 소듐, IHX shell 내의 소

듐 그리고 PHTS pool의 소듐, 이 게 네가지 지역 소듐 상호간에 열경

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열경로는 IDINHX 통(shell) 측의 자유

표면 치에 따라 그 열경로의 존재 유무가 변하기도 하고  존재하게 

되는 경로의 성격이 류 열이 되기도 는 복사 열이 되기도 한다. 이

게 다양하게 변화되는 열경로를 충실히 묘사하기 하여 다음 그림 

3.56과 같이 열 항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열경로망을 묘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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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IDIHNX 해석 모형의 

치별 열망과 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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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NHX해석 모형은 이러한 IDINHX 자체  IDINHX와 연결되는 

PDRC Loop 그리고 계통의 잔열을 최종 으로 공기로 방출하는 AHX의 해

석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유량과 온도 계산 기능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개발된 분석모형은 성능분석용 계통과도해석 코드인 기존의 LSYS2에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이 설치로 LSYS2는 IDINHX NSSS의 해석

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code version이 LSYS3 바 게 된다. 이 

설치 작업  기존의 PHTS 지역에서 IDINHX로의 정보제공 기능  이를 

이용한 계산 IDINHX와 PDRC의 온도와 유량계산 기능 설치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IDINHX에서 기존의 PHTS 지역으로의 정보제공 기능, 즉 앞의 설

명에서와 같이 IDINHX는 기존의 PHTS 지역의 여러 지역과 열이 이루

어지기에 LSYS내 기존의 온도계산 routine에 한 수정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 부분에 한 작업을 다음 연구기간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계통 분석코드를 이용한 성능특성 분석

개발된 IDINHX 분석모형이 설치된 LSYS3를 이용하여 IDINHX의 성

능 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분석은 새로운 설계 개념인 IDINHX의 작

동성에 을 두어 IDINHX가 개발할 때의 개념 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동특성을 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IDINHX

가 설계 개념 로 작동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밸  있는 

IDINHX 경우는 노심출력 운  에 PHTS 유량을 일정량 이상 유지시키

는 것이 필요한 을 새롭게 발견하 다. 분석결과의 상세설명은 참고문헌 

[심윤섭, 2005]에 있으며 여기서는 주요사항만을 설명한다. 

IDINHX 분석모형[심윤섭, 2004]이 설치된 LSYS를 이용하되 정상작

동  사고가 나서 펌 가 정지하고 PHTS 온도가 상승하다가 최고온도

에 도달한 후 다시 온도가 감소하고 PHTS펌 가 재가동하는 경우에 

하여, IDINHX가 있는 잔열제거계통의 유동특성을 분석하 다. 이 묘사에

서 IDINHX를 제외한 PHTS 지역의 온도는 입력에 의해 시각에 따라 일

정한 비율로 증가/감소하도록 한 가운데 IDINHX, PDRC Loop  AHX

의 과도 온도와 유량 계산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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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밸  있는 IDINHX의 분석결과 

  개발된 IDINHX 분석모형이 설치된  LSY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 다음 그림 3.57과 같다. 이 결과 그림 3.57에서 보면 기에는 밸 가 

닫  고온조로부터 밸 를 통항 유량(yIDIefE)가 0이다. 그러나 펌  

coast down으로 인하여 유량이 감소하면서 IDINHX 액 (ZNaIDIn)은 

속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30여 에 밸 가 열려 고온조에서 IDINHX로의 

유로가 형성되고 밸 유량(yIDIefE)이 형성되고 있다. 계속해서 PHTS 온

도가 증가하면  IDINHX 액 (ZNaIDIn)  고온조 액 (ZNaHPU)가 동

반상승하게 되어 IDINHX는 작동상태2에서 3을 거쳐 4로 진입하게 되고 

이 때문 고온조에서 INDINHX로의 직 유로가 형성되고 직 유로 유량성

분 유량( yIDIuE)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결과로부터 IDINHX가 

개발당시의 설계 된 작동개념 로 액 별로 작동상태가 변하고  잔열제

거를 한 유량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IDINHX가 정상출력운  

에 사고가 발생하여 펌 가 정지하게 되면 설계 로 IDINHX가 작동하여 

사고 기부터 잔열제거를 만족스럽게 제거하게 되지만, 발 소 기동과정

을 거쳐서 출력운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하는 

의문 이 제기 었다. 이에 한 조사로 PHTS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IDINHX밸 를 개방한 가운데 기에 30%정도의 PHTS 유량을 작동을 

하다가 PHTS유량을 증가시켜 100%로 운 하다가 다시 30%정도 유량으

로 돌아갈 때의 IDINHX작동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3.58과 

같았다. 이 그림에서 보면 계산시작이 IDINHX액 가 밸  치 아래로 

낮게 설정되어 밸 가 닫힌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때의 30%유량에서

는 IHX유로의 유동 항이 작아 액 가 바로 밸  치 이상으로 상승하

여 밸 가 열리고 있으며 열린 밸 는 PHTS 유량이 100%로 증가되어도 

역시 상태가 바 지 않고 열린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

단 밸 가 열리면 고온조로부터 온조로의 유로가 정상 인 IHX유로외

에 IDINHX 유로가 형성되어 IDINHX측의 액 는 단지 IHX유로의 유동

항만으로 고온조와의 액 차이가 형성되지 않고, IDINXH 유로와 IHX

유로 두 유로간의 유동 항 차이에 의해서 액 차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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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인 해결방법의 모색으로, 발 소가 정상운  조건이 되

기 까지는 밸 를 강제로 닫아두는 상태로 두었다가 정상운 조건에 도

달하면 밸 가 자유롭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밸  작동성을 묘

사하 으며 이의 결과는 다음 그림 3.59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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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액   상태인자

 

2) 유량성분인자

그림 3.57 IDIHNX 작동 과도기시 성능 인자의 거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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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IDINHX 기동성 조사결과

  

그림 3.59 100 까지 밸 를 강제로 닫은 조건에서 

IDINHX 기동성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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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묘사에서 밸 는 1000 까지는 강제로 닫히고 PHTS유량이 100%

도달이후인 1,000  부터는 개방이 자유롭도록 한 조건에서 것이다. 1,500

에 PHTS유량이 100%에서 감소가 이루어지는 데 밸 는 유량이 48%

가 되는 시 인 1,582 에 개방되었었다. 이는 IDINHX 밸 를 발 소 기

동운 시 PHTS유량이 일정유량이상 되는 때까지는 강제 으로 닫히게 

하고 이 이후는 자유롭게 한 가운데  노심 출력 상승을 시작하여 100%출

력 운 을 하면 사고가 나드라도 밸 가 열려IDINHX가 정상 으로 작동

하게 됨을 말한다. 발 소 기동 기 즉 PHTS유량 상승이 이루어지는 동

안 밸 를 강제로 닫힌 상태로 두게 하는 것은 설계면에서는 추가 인 요

소가 되지만 안 성에서는 기본 으로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o 밸  있는 IDINHX의 분석결과

 밸  없는 경우에 한 분석을 있는 경우와 같은 과도기 조건에서 수

행하 으면 결과는 유동 특성이 상 로 기존의 PDRC 작동과 유사하게 

나타났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밸  있는 IDINHX 경우의 작동 특성

  . 출력운   사고시, 설계개념 로 IDINHX가 작동됨을 확인

  . 발 소 기동운  기간에는 PHTS유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기 까

지는 IDINHX 밸 를 강제로 닫는 장치 필요

  . 과거 GEM 경우와 같이 PHTS유량이 항시 일정량 이상 유지하는 

가운데 노심출력 운  수행  

  . IHX유로  IDINHX 유로 설계시 상  유동 항 배치에 한 

고려 필요

- 밸  없는 IDINHX 경우의 작동 특성

  . 유동의 기본 인 특성이 기존의 PVCS( 는PVCS)과 동일하고, 

설계 개념 로 작동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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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가. 자펌

1) 자펌  작동 안정성 해 맥동 상의 정성  분석

자기력에 의해 유동하는 도성 액체 속은 자기장의 세기, 유동속

도,  액체 속의 성질 등에 의해 불안정한 유체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는

데 특히, 용량 자펌 에서 발생하는 유동불안정성 상은 원주방향으

로 펌  유동속도가 균일하지 않는 상이 주기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한쪽에서는 속도가 반 방향으로 발생하여 심한 유동 불안정성 

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은 자펌 에서 효율 하  소음/

진동의 원인이 때문에 펌 의 성능개선  안정 인 운 을 해서는 이

러한 상에 한 해결이 필요하다.

자펌 의 맥동 상의 정성  분석을 해서 MHD 유동 특성을 결정

하는 인자들의 물리  특성을 검토하고  MHD 유동 변수와 이들 인자간

의 상 계를 분석하 다. MHD유동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무차원수인 

Hartrmann 수, Ha, Interaction Parameter ,N,  Magnetic Reynolds 

수,Rm,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a 2  ≡  
자성력점성력  = 

B 2
o L

2 σ

μ
3.5)

N  ≡  
자성력관성력  = 

B 2
o L σ

ρ v
3.6)

Rm  ≡  

유도 자장의세기(Bi)주어진 자장의세기(Bo )
 = μ

o σ v L 3.7)

 L : Flow Length, μ
o
: Magnetic Permeavility

b : Flow Thickness σ : Electrical Conductivity

v : Velosity ρ :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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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펌 에서 유동 안정성을 얻기 해서는 앞에서 정의된 무차원 수

가 가  낮은 값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들 값은 펌 에 사용되는 

재질, 펌  내부 극과 극 사이의 길이, 펌 에 제공되는 주 수  액

체 속의 유동속도에 향을 받는다. 펌  길이에 향을 주는 Slot 피치

의 값이 커질 때 Hartrmann 수 와 Interaction Parameter는 감소한 반면, 

Magnetic Reynolds 수는 증가하는데 이들 인자간의 상호 평가를 통해 최

값의 선정이 필요하다. 한 펌 의 Flow Thickness 변화는 Interaction 

Parameter와 Magnetic Reynolds 수에는 향이 없고 단지 Hartrmann 수 

가 향을 받게되는데, Flow Thickness는 펌 의 외형크기에도 비교  

향이 기 때문에 Hartrmann 수를 낮게 유지하는데 유효한 인자가 된다. 

한 주 수가 이들 인자에 미치는 향은 Slot 피치의 경우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이는데, 주 수가 커지면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Magnetic 

Reynolds 수의 증가폭이 상 으로 커지게 된다.

2) 자펌  맥동 상 주요 향인자 특성 분석  실험결과를 이용한 안

정성 기 설정

MHD 유동 불안정 상에 한 조사결과를 실제 펌  설계에 도입하여  

유도 자펌 를 구성하는 설계 인자들과 유동불안정 특성과의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 으며, 여기에서 설정된 안정화 조건은 KALIMER-600 자

펌 의 설계 기 으로 활용되었다.

자펌 를 구성하는 각 설계인자가 펌 내 자기 이놀즈 수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해 자기 이놀즈 수를  펌 의 설계 인자들을 이용

하여 정의하면 식 3.8)  식 3.9) 와 같이 쓸 수 있으며  여기서 m 은 

상(phase)의 수, Nspp 는 각 상과 극(pole)에 해당하는 슬롯(slot) 수를 

의미한다(그림 3.60 참조)



- 148 -

s
Nsppmf2

sRms
222

s

m

h

2m

h

π
τµσ

δ
δ

=
α
σµω

δ
δ

=
 3.8)

sNsppm ττ ××=    ( wtswtos +=τ ) 3.9)

식 3.8)  식 3.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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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유도 자펌 내, 액체 속 속도와 자기장

의 동기(synchronous)속도의 비로 정의 되는 slip은 Rms의 값에 직  

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로서 펌 의 효율을 해 한 slip비의 선택이 

필요하며, 기존 설계 경험으로부터 최  효율을 해서는 slip이 0.2～0.4 

정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3.61은 일본의 CRIEPI[Araseki et 

al, 2000]의 자펌 에 해 Rms에 미치는 slot 개수와 slip의 향을 도

시한 것으로  Nspp=2 인 경우 권장 slip 역에서 안정화 요건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공  주 수의 범 는 최  50Hz 정도임을 알 수 있다.

 Nspp를 2개에서 3개로 증가시킨 경우 권장 slip 역에서 사용가능한 

주 수는 최  20Hz로 제한을 받게 되는데 펌 용량이 5m3/min 이상이 

되면 펌 의 효율을 고려할 때 공 주 수가 50Hz 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

에 Nspp를 3개로 설정하고서는 안정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펌 를 설

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펌 의 길이는 극(ploe)수와 극간의 피

치로 정의되는데, 극간의 피치,t,는 식 3.8)과 같이 상의 수(m) 와  배치된 

slot 수, Nspp,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용량에 따라 펌 의 외형크기 증

가가 필요 할 때에는 가  Nspp를 2개 이하로 설정하고 Rms에 향이 

없는 극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작동유체의 고유특성인 기 도도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운

온도가 펌 에서의 Rms 값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그림 3.62는 

러시아의 CLIP-5/850설계[Kirillov et al, 2003]에 해, 작동유체의 온도와 

Rms간의 상 계를 도시한 것으로, 작동유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Rms 

값은 작아지는데.  일반 인 액체 속로의 작동온도범 (300℃~5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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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값은 약 40%의 비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s=0.3 일 경우

는 400 ℃를 기 으로 유동 안정화 요건의 만족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펌 의 설치 치는 고온배 의 길이  설계제한 온도를 고려

하여, 고온배  보다는 온배 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자펌

를 액체 속로의 냉각재 순환펌 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 으로 

온도가 높은 역에 사용하는 것이 유동안정화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

어서 유리하다.

그림 3.60 IHTS EM 펌  설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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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펌 설계변수(f,Nspp)에 따른 Rms 변화

          

그림 3.62 작동유체온도에 따른 Rms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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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펌  맥동 상 평가 방법론 개발

가) 맥동 상 평가방법 설정

맥동 상은 불안정한 MHD 유동에 의해 액체 속유로의 원주방향 압력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는 상으로 당해연도에서 수행한 펌 출구에서의 

시간에 압력변화를 계산함으로써 펌 에서 맥동크기를 평가하도록 하 다. 

압력측정은 상용 산 열유체 코드인 CFX-4.4 코드를 기본 인 유동 해석 

체계로 활용하고, 자펌  내에서 발생하는 로 츠 힘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자 서 루틴을 개발하여 두 해석 체제를 결합하여 사용하 다. 

나) DSF/LF 맥동유형 평가  맥동크기 감방안 개발

표 인 MHD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징후인 LF(Low frequency)맥동

은 Rms가 1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상으로, 유체의 흐름에 따라 와류가 

발생하여 격한 펌 의 성능 하를 래한다. DSF(Double suppl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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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을수록 압력맥동의 진폭이 커진다. 그림 

3.63은 일본 CRIEPI의 ALIP_A 자펌 에 한 실험결과[Araseki et 

al, 2000]로 펌 설계변수(f, s, pole)에 따른 압력맥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MHD 유동안정화 요건(Rms < 1)을 충족하더라도  펌 에서는 

DSF 압력맥동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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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DSF 와 LF 압력 맥동 분포특성

따라서 DSF 압력맥동은 유한한 길이를 갖는 자펌 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으로 맥동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며, 당해연도

에서는 DSF 맥동의 크기를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펌 의 stator 끝

에 linear winding grading 방법을 도입하 다. 다음 그림 3.64는  linear 

winding grading 방법에 따른 맥동크기와의 계를 도시한 것으로 펌 출

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계산시간 역에서의 평균압력과 비하

여 나타내고 있다. Case1은 펌  양 끝단에 있는 4개의 슬롯의 류를 기

경우의 50 - 75% 만큼 류를 감소한 경우이고, Case 2는 양 끝단의 8

개의 슬롯에 해 동일한 비율로 류를 감소한 경우이다. 그림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맥동의 크기는 grading의 정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linear winding grading은 DSF 맥동 크기

를 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단되며 펌  설계 방법에 따라서는 

맥동의 크기를 보다 큰 폭으로 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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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펌 양단의 Grading 방법에 따른 DSF 압력맥동크기 변화 

나. IHX

1) IHX shell측 유로성능 평가

  단계 연구과제 수행시에 결정된 IHX의 설계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최  열 설계를 하기 한 목 으로 shell측 유동장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shell측 구조물인 Baffle의 설계인자의 변화에 한 열유체  성능특

성을 분석하 다. 열교환기 shell측 구조가 체 열 달량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으나, 압력손실측면에서는 Baffle간격을 이는 것이 Flow hole 직

경을 이는 것보다 유리함을 보 고, 효율 이고 경제 인 설계방법론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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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Baffle의 설계인자로는 Baffle간격, Baffle cut, Baffle Flow 

Hole의 유로면 이고, 이 인자의 변화에 한 열유체  성능특성을 

ASTEEPL, 2DHX 산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성능분석을 한 기

설계는 98년도 연구과제 수행시에 결정된 KALIMER IHX의 설계작업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제원에서 최소 압력손실과 최  열량, 

동일 열량 조건에서 최소의 열응력의 세 가지 성능 을 심으로 분

석하 다[김의 , 2002].

 Flow baffle은 유입된 소듐에 Cross flow를 유발시켜 혼합을 증가시켜 

열 의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baffle 수가 많게 되면 유동 

압력손실이 증가한다. KALIMER IHX의 Baffle은 Outer baffle과 inner baffle

를 교 로 설치하여 cross flow가 연속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IHX 입구와 

출구쪽에는 Outer baffle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3.65에 baffle 개수 증가에 따

라 체 압력손실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간 구간의 압력손실은 9개

를 심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baffle 개수가 을 경

우에는 개수를 증가하면 온도 균일화에 도움이 되지만 일정 개수 이상에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도 계산을 통해 보 다. Baffle 단율은 baffle의 간

격에 비해 무 작으면 유동 지역에서의 압력손실이 무 커져 체 으로 보

아 압력손실의 분포가 비효율 이 되고, 단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의 횡류

성분이 증가하나, 단율이 무 크면 열  번들내로 유체가 제 로 유동하

지 않아 baffle 뿌리근처의 유속을 떨어뜨려 열 달 효과를 감시킨다. 이 압

력손실 계산결과가 그림 3.66에 나타나 있다. Baffle 단율이 증가에 따른 

열  다발의 가로방향 온도편차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ow hole의 직

경이 커지면 압력손실은 어드나 횡류성분이 감소하여 열  온도분포의 편

차가 커지게 된다. 열  사이의 큰 온도편차는 열  sheet에 압축 혹은 인

장과 같은 힘을 가할 뿐 아니라, 열 의 좌굴(buckling)을 발생시킬 수 있다. 

Flow hole의 직경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가 그림 3.67에 나타나 있는데, 직경

변화에 따른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세 가지 설계인자의 

변화에 의한 횡류방향 합성열 달 계수에 한 향은 존재하나, 열량의 변

화는 상보다 매우 미미하여 향을 무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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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수행 설계자료를 기 으로 성능을 조사하 을 

경우 소듐 열교환기 shell측 구조가 체 열 달량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으나, 압력손실측면에서는 baffle간격을 이는 것이 Flow hole 직경을 

이는 것보다 유리하고, 반경방향 열 사이의 온도균일화 정도는 

baffle간격을 일 경우 온도편차가 어들며, Baffle개수가 13개 이상에서

는 약 6℃ 정도의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 다. Baffle flow 

hole을 일 경우에도 온도편차는 감소하고 flow hole을 완 히 막을 경우 

약 2℃ 정도까지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65 배  개수 변화에 따른 압력손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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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배  Cut비율 변화에 따른 압력손실 변화

그림 3.67 Flow Hole 직경 변화에 따른 열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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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HX 열유체 설계 최 화 방법론 개발

 이미 수행된 IHX의 shell측 구조물의 parameter study 작업결과를 이

용하여, 주어진 열면 조건에서 최소 압력손실과 최  열량을 만족하

는 IHX 설계인자를 구하는 최  설계방법론을 개발하 다. 이와 같이 최

을 찾아가는 기법은 본 연구에서 용된 IHX 설계조건에 그 용성

이 한정되지 않고 다른 IHX 설계조건에도 용할 수 있는 일반성을 지니

고 있기에 액체 속로 IHX 최 화설계에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 화방법으로 Lagrange multiplier기법을 사용하 는데 이 기법을 

용하기 해서는 최 화 상함수와 제한 조건식의 미분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인자의 변화 범 내에서 열량과 압력손실값을 계산할 수 있

는 식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IHX 설계용 성능해석 산체제인 

ASTEEPL과 2DHX를 사용하 다. 설계를 개선하기 한 기 설계로는 

기존의 KALIMER IHX 설계를 사용하 고, 이는 표 표 3.18 타나 있다. 

이  Baffle Cut 비율(C), Baffle 개수(B), Flow Hole 직경(F)의 세 가지 

설계인자의 범 는 표 3.19같다.

 다항식은 각 설계인자 별로 최소, 최 값과  설계값을 포함한 3 군

데 지 을 계산하므로 총 27 지 의 열량과 압력손실을 계산한다. 년

도 parameter study 해석결과를 보면 각 인자의 변화에 따라 열량과 압

력손실의 변화는 그림 3.68 이 거의 단조롭게 변하므로 다항식은 각 인자

별로 2차항으로 표 하는 것이 계산의 효율면에서도 타당하다. 다항식은 

각기 Baffle Cut 비율(C), Baffle 개수(B), Flow Hole 직경(F)에 해 최

고 2차 항으로 구성된 27개의 항을 가진다[김의 , 2003].

 다항식의 계수는 총 27 지 의 설계인자와 열량을 입하면 총 27

개의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수인 27개의 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반복계산법 Newton-Raphson 기법을 이용하여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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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손실에 한 다항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항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식의 계수는 앞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결과의 다항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계수결정에 입력자료로 사용한 설계 인자값으로 

열량과 압력손실값을 계산한 결과, 계산값과 입력값이 서로 정확하게 일

치하 다. 최 화 작업에 사용될 개발된 다항식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Lagrange multiplier 최 화 기법을 용한 해석결과는 열량 Q를 

최 로 하고, 압력손실을 재 설계값(24.77 kPa)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제

한조건에서 얻어졌다. 여기에 배  Cut 비율은 설계범  0.416보다 작아야 

한다는 제한조건식을 추가하여 해를 구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C = 0.4160, B = 14.5269, F = 0.0091, λ1
 = 0.0448, λ2

 = 2.4229

 결과에서 baffle의 개수 B는 정수형태이어야 하므로 개수가 14 는 

15일 때 열량과 압력손실을 구하면 다음 표 3.20과 같다. 따라서 압력손

실을 동일하게 유지할 때  설계 의 열량은 102.12 MW 이므로, 최  

설계 의 열량은 약 기존의 설계값에 비교하여 1.5% 증가함을 보여

다. 그림 3.69와 그림 3.70은 각기 배  Cut비율을 0.416로 고정했을 때 

열량과 압력손실 곡면이다.

 이와 같이 최 을 찾아가는 기법은 본 연구에서 용된 IHX 설계조

건에 그 용성이 한정되지 않고 다른 IHX 설계조건에도 용할 수 있고, 

열량만을 최 화 상함수로 설정한 본 연구방법론이 압력손실 함수식을 

이용하여 최 화하는 경우에도 같은 과정으로 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설계방법론은 용에 일반성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성과 안 성을 동시

에 지니는 액체 속로 IHX 최 화 설계에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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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Shell 내경 [m] 1.0065

내부 shell 직경 [m] 0.35

Baffle 개수 9

열 외경 [m] 0.0127

열  두께 [m] 0.0008

열 개수 1702

P/D 1.6

Flow hole 직경 [m] 0.0088

Flow hole 개수 열 개수의 2배

Outer Baffle 내경 [m] 0.578

Inner Baffle 직경 [m] 0.895

열  길이 [m] 6

압력손실 [Kpa] 24.77

열량 [MW] 101.85

Shell측 유량 [Kg/s] 535.35

열 측 유량 [Kg/s] 450.88

표 3.18 KALIMER IHX의 설계값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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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 다항식 설계인자의 범

배  개수 열량 [MW] 압력손실 [KPa]

14 103.62 23.87

15 103.7 25.6

표 3.20 최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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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열량 곡면 (배  Cut비율 : 0.416)

그림 3.70 압력손실 곡면 (배  Cut비율 :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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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유체 계통 산체계 개선

1.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선

  가. 류항 모형 고차화

본 연구의 목 은 액체 속로 련 열유동 상을 히 해석하기 

하여 기존의 류항처리법을 평가하는데 있다. 액체 속로 상부구조 내부

의 유동은 삼차원 구조물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유동이다. 그러한 재순

환과 이차유동  큰 속도  온도 구배(gradient)를 동반하는 복잡한 유

동을 효율 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정확하고 효율 인 류항처리법의 

사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개발된 류항처리법들  

HYBRID해법 [Patanker, 1980], QUICK해법 [Leonard, 1979], SMART 

(CCCT)해법 [Gaskell and Lau, 1988]  HLPA해법 [Zhu, 1991]을 선

택하여 산유체역학에서 류항처리법의 평가에 리 사용되는 몇 개의 

유동에 용하여 정확성과 안정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

문제들은: (1) 스칼라 변수의 순수 류 3문제, (2) 윗면이 움직이는 정사

각형 공동(cavity) 내의 층류 유동, (3) 정사각형 공동(cavity) 내의 자연

류 유동 등이다. 이들  스칼라 변수의 순수 류 1문제와 윗면이 움직

이는 정사각형 공동(cavity) 내의 층류 유동에 한 해석결과 만을 간략

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71(a)는 속도장이 주어지고 불연속이 있는 

스칼라 변수의 순수 류문제를 포함하는 균일한 속도장에서 상자 모양의 

계단형 스칼라 변수의 순수 류문제에 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는 

HYBRID 해법은 매우 부정확함을 찰할 수 있다. QUICK 해법은  

overshoot과 undershoot 상을 유발함을 찰할 수 있다. 유계해법인 

SMART와 HLPA해법은 뾰족한 부분 양쪽 면의 격한 구배를 잘 해결

하고, overshoot 상과 undershoot 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정확도가 비

슷함을 찰할 수 있다. SMART해법은 이 문제에서 이완계수를 하

게 게 주어야 수렴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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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수 류 문제 심선에서의 스칼라 변수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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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동유동 문제 속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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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류항 처리법 평가 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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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면이 움직이는 정사각형 공동 내의 층류유동에 한 해석을 실제

으로 비선형 문제의 한 로 수행하 다. Reynolds 수가 1000인 경우를 

42×42의 비균일격자계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결과를 Ghia 

[Ghia,1982]의 Benchmark 해와 비교하 다. 그림 3.71(b)는 계산된 심

선을 따른 U-속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층류 재순환 유동의 경

우 QUICK 해법이 가장 정확한 해를 산출하 다. HYBRID 해법에 의한 

계산결과는 매우 부정확하다. HLPA나 SMART 해법들에 의한 계산결과

는 서로 유사하며, QUICK 해법에 의한 결과보다 약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산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HLPA해법이 고차해법의 정

확성을 유지하고 해의 불확정성을 제거한 우수한 해법임을 알 수 있다.

  나. 난류 모형 정 화

본 연구의 목 은 액체 속로 열유동해석을 히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난류모델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액체 속로 상부구조물에

서의 유동, 즉 PVCS(자연 류), 열성층유동  thermal striping 유동 등

은 잘 알려진 ε−k  난류모델로는 히 해석되지 않음이 기존의 문헌들

에 보고되어 있다. 액체 속로 상부구조물에서의 열유동  상을 히 

해석하기 한 난류모델을 평가하기 하여 재 리 사용되고 있는 난

류모델을 선정하여 실험결과가 있는 자연 류 문제에 용하여 그 성

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 평가 상으로 채택된 난류모델은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문헌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two-layer 모델 

[Chen, 1989], ω−k  모델 [Wilcox, 1998], Shear Stres Transport 모델 

[Menter, 1994], V2-f 모델 [Durbin, 1995]  고난도의  이놀즈 수 

미분 응력  열유속 난류모델 (low Reynolds number differential stress 

and flux turbulent model) [Peeter등, 19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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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류 문제에 한 정확한 해석은 사고 시 액체 속로 PVCS 성능

해석  원자로 내부 온도 해석 등에 필요한 열 달계수 설정에 매우 

요하다. 지 까지 액체 속로 PVCS에 설계 시 사용되는 자연 류 상에 

한 열 달계수의 실험 자료는 매우 제한 이고, 기하학 조건이나 유동

형태가 다르면 열 달계수의 설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  자료

가 정확한 유동에 용하여 난류모델을 검증한 후, 그 난류모델을 사용하

여 액체 속로 PVCS의 해석에 용하면 비교  정확한 열유동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난류 자연 류 유동은 실험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

려워 재까지 난류모델을 평가하기 한 정확한 실험 자료가 거의 희박

한 편인데 난류자연 류 유동에 한 난류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도

의 실험 자료는 King [1989]과 Ampopo와 Karayinnis [2003] 등이다. 

King [1989]의 실험의 해석결과는 참고문헌 [최석기, 2003]을 참고로 하

고, 본 보고서에는  Ampopo와 Karayinnis [2003]의 실험에 한 난류모

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Ampofo와 Karayinnis [2003]의 실험은 그림 3.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 공동에서의 윗면과 아랫면은 열 달이 일어나고, 양쪽 면이 고온

과 온으로 유지되는 정사각형 공동에서의 자연 류 문제이다. 정사각형 

높이를 기 으로 한 Rayleigh 수는 91058.1 ×=Ra  이고, Prandtl수는 

71.0Pr =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문제를 122×122 격자를 사용하여 계산

을 수행하 다. 유동형태, 온도분포. 속도분포, 난류에 지, 난류 열유속, 

난류 온도요동, 국부 Nusselt 수  국부 벽 단응력에 한 상세한 비교

를 수행하 다. 이들에 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최석기, 2003]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이들  공학 으로 요한 몇 가

지 변수에 한 간략한 설명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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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정사각형 공동 내 자연 류

    

 

그림 3.73(a)는 각 난류모델에의 해 계산된 수직방향 속도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각 모델들이 수직방향 속도분포를 비교  잘 측하나 two-layer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는 약간 홀쭉한(thin) 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놀즈 수 미분 응력  열유속 난류모델 (SMC-PH)은 그림 3.73(b) 

의 난류에 지를 비교   정확하게 측함을 찰할 수 있다. SST모델은 난

류에 지를 낮게 측하나, V2-f 모델은 비교  정확하게 측한다.  

Two-layer 모델과 ω−k  모델은 난류에 지를 낮게 측한다. 특히 

two-layer 모델은 정사각형 공동의 심부에서에서는 난류에 지를 과다하

게 측한다. 그림 3.73(c)와 그림 3.73(d)에서 보는바와 같이 V2-f 모델과 

SMC-PH 모델은 고온 벽과 바닥 벽에서의 국부 Nusselt 수를 two-layer, 

ω−k  and SST 모델보다 약간 높게 측하며, V2-f 모델만 층류에서 난류

로의 천이 상을 측한다. 이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SMC-PH 모델과 

V2-f 모델만이 자연 류 상을 비교  히 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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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자연 류 해석 난류모델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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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된 해석체제의 평가  보완 

액체 속로 상부 고온 풀 에서의 열성층 상을 정확하게 악하기

한 난류모델의 평가는 액체 속로 안 성과 고체구조물의 구조  건 성 

확보에 매우 요하다. 원자로가 정지되면 원자로 출력은 격하게 감소하

고, 냉각재의 유속도 감소하게 된다. 원자로 출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냉각

재 유속이 감소하는 것 보다 빠르기 때문에 노심 출구온도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격히 감소한다. 그러므로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온의 냉각재는 

고온 풀에 속으로 유입된다. 고온 풀에 유입되는 온의 냉각재는 본래 

풀에 있는 고온의 냉각재 보다 도가 크기 때문에 상부 고온 풀의 하부

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부분의 상부 풀의 냉각재는 고온인 상태로 존재

한다. 이러한 상이 열 으로 성층인 상을 유발 하게 되고, 원자로 상

부 풀에 존재하는 고체구조물 즉 UIS  원자로 vessel에 축 방향으로 상

당한 정도의 온도구배(temperature gradient)를 형성하고 열 응력 

(thermal stress)을 유발하여 구조  건 성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원

자로 상부 풀에서의 열성층 상을 악하고, 측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

는 액체 속로 설계에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성층 해석에 한 난류모델을 평가하 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액체 속로 련 열성층 상에 한 실험  연구가 

무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JNC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실험들 에 하나를 선택하여 해석하 다. 본 연구의 해석 상인 실험의 

략 인 모형과 실험  계산 시 온도 monitoring points은 그림 3.74에 

도식화되어 있다. 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 으며, 입구온도는 10  동안 

29.9℃에서 8.3℃로 변하며, 입구유속은 1.99ℓ/sec이다. 입구 원통 의 직경

을 기 으로한 이놀즈 수 Re=12,300이고 Richardson 수 Ri=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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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 JNC DFBR 물모의 실험장치 

             

     (b) 온도 monitoring 지 들 

그림 3.74 JNC DFBR 물모의 실험장치  

Monitoring 지 들



- 171 -

열성층 상에 한 난류모델을 평가하기 하여 일본 JNC에서 수행

한 실험  1개를 선택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에 사용된 수치격자는 

187(축방향)☓112(반경방향)이다. 시간간격 0.1 를 사용하여 400 까지 

계산을 수행하 다. Two-layer 모델과 ω−k  모델은 수열유속모델을 사

용하여도 수렴이 잘 되었으나, v2-f 모델은 수열유속 모델을 사용할 경

우 수렴이 되지 않아서, 신 미분열유속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3.75는 4개의 서로 다른 난류모델에 의해 계산된 202  후 고온 

풀에서의 등온선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모델들에 의한 계산결과는 

실험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찰할 수 있다. 다만 v2-f 모델과 

SMC-PH 모델이 two-layer모델이나 ω−k  모델보다 열성층 경계면 

(interface)에서 실험결과에서 찰되는 격한 온도구배의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측함을 찰 할 수 있다. 

그림 3.76은 각 난류모델에 의하여 계산된 각 monitoring지 에서의 시간

에 따른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그림에서 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의 시간  변화는 모든 난류모델 간의 측결과가 큰 차이가 있

음을 찰할 수 있다. 측결과는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나 v2-f 모델을 

제외한  난류모델들은 온도의 요동 (temperature fluctuation) 상을 

히 모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열성층 상 해석 시 시간평균

의 방법을 사용하는 난류모델 보다 난류에 의한 요동 상을 히 모사

하는 LES의 방법의 사용이 권장됨을 보여주고 있다.



- 172 -

그림 3.75 각 난류모델에 의해 계산된 200  후 등온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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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각 난류모델에 의하여 계산된 

각 monitoring지 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 174 -

2. 소듐-물 반응 사고 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산코드 개선

기 수행 연구 단계를 통해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해석을 하여 

자체 으로 개발된 SELPSTA 코드를 상으로, 본 연구단계에서는 계통

의 반 인 설계특성 분석을 한 열  물/증기 출 입력모형의 개선 

 계통 압력과도 유발 원인 의 하나인 반응시의 수소 생성모형 보완, 

그리고 압력방출계통의 설계 특성을 평가하기 한 기능 보완 작업을 완

료하 다.

특히, 본 연구단계를 통해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계통의 과도 압력

거동 해석 능력을 개선하고 설계에 요구되는 인자들에 한 구체 인 해

석 기능을 보완하 으며, 최종 으로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가. 계통배  상세묘사 기능도입

1) 열  출모형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생성되는 수소량은 으로 증기발생기 내

부 열 으로부터 shell측 소듐으로의 물/증기 출량에 의존한다. 소듐-

물 반응에 의한 계통과도 상은 열  손에 의해 물/증기가 증기발생

기 shell측 소듐으로 유입되어 소듐측 계통과도를 유발시키는 상으로, 

손 부 를 통해 출되는 물/증기는 포화상태의 이상유동으로 존재하며, 

일반 으로 시간에 따른 출유량 모사를 해 그림3.77과 같은 세가지 물

/증기 출모형이 사용된다[어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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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열  출모형

그림 3.77(a)의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은 손 부 를 통해 

소듐으로 유입되는 물/증기의 양이 손과 동시에 순간 으로 Choked 

flow가 된다는 가정 하에 실제보다 많은 물/증기 출을 상하는 매우 

보수 인 모델이다. 그림 3.77(b)의 Shuttering Model은 열  손과 동

시에 일정한 속도로 물이 출되고 반응에 의한 압력 확장 가 반사되어 

단계 으로 증가하는 모델이다. 그림 3.77(c)의 Inertia controlled model은 

열 의 미세 출로부터 양단 단(double ended guillotine break)에 의한 

규모 출로 발 하는 상을 모사하는 것으로, 손 부 를 통한 물

출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임계속도에 도달하면 일정한 양의 물/증기 출

이 유지되는 모델이다[어재 , 2002].

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 인 열  출모형을 토 로 

KALIMER 증기발생계통의 특성에 맞는 열  출모형 설정을 통해 계

통 배 의 상세묘사를 수행하 다.

① SWR 기 열  출모형

소듐-물 반응시 열 으로부터 shell측 소듐으로의 물/증기 출은 고압

의 열 측 증기와 상 으로 압으로 유지되는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간의 큰 압력차로 인해 임계유량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출이 발

생하는 두 부분의 압력비가 다음 식 3.10)과 같은 임계압력비(critical 

pressure ratio) 이상이 되면 임계유량으로 취 한다[K.C. COTT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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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P 1
과 P 2

는 각각 고압의 열 측과 상 으로 압인 증기발

생기 shell측을 의미하며, γ는 과열증기(superheated steam)의 경우에는 

1.3, 포화증기(saturated steam)인 경우에는 1.135의 값을 갖는다[K.C. 

COTTON, 1998]. 따라서, 과열증기 싸이클(superheated steam cycle)을 

사용하는 KALIMER 증기발생계통의 경우에는 γ가 1.3이 되므로, 임계압

력비(critical pressure ratio)는 약 0.546이 된다. 즉, 열 측 압력이 증기

발생기 shell측 압력의 약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임계유량(critical 

flow)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 수행연구[어재 , 2002]를 참고하면 

열 측 압력과 증기발생기 shell측 압력은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유지되

므로,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출되는 증기의 양은 식 11)과 같은 증

기의 임계유량 상 식(critical flow correlation)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Nahvandi, A. N., 1962].

)195.430(62708.1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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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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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ube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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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11)

식에서, Ptube  A tube는 각각 열 측 증기의 포화 압력과 열 의 

단 단면 을 의미하며, h g는 해당 조건에서의 증기의 엔탈피(enthalpy)

이다.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기 압력 단계(wave 

propagation stage)의 해석은 기 개발된 SPIKE 코드[김연식, 2001]를 이

용하여 수행하며, SPIKE 코드에서는 그림 3.77(a)의 보수  모형

(conservative model)을 용한 물/증기 출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반응 

기의 물/증기 출은 반응과 거의 동시인 1msec에 1개의 열 이 순

간 으로 양단 단(double ended guillotine break)되는 것으로 설정되었으

며, 이는 소듐-물 반응사고 계통 해석에서 사용되는 규모 물 출을 모사

하기 한 일반 인 근방법이므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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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 증기발생기 열 측 운 조건은 증기온도 483.2oC, 압력 

15.5MPa이며[D.H. Hahn, 2002] 이 조건에서 choking flow가 발생하므로, 

이를 식 11)에 입하면 1개의 열  양단 단(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경우의 물/증기의 임계유량은 7.19kg/sec 가 된다. 즉, 기 “0”

출상태에서 반응 시작과 동시에 1msec에 출량이 7.19 kg/sec가 되고,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의 설계기  사고로 설정되어 있는 열  3

개 동시 양단 열(3-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 3DEGB) 모사를 

해 반응 후 1 부터는 21.57kg/sec의 출량으로 확장되는 비례 개념의 

출량 변화가 되도록 입력수치를 설정하 다[김연식, 2001].

② SWR /후반기 열  출모형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계통 해석용 SELPSTA 코드 계산의 

기조건은 SPIKE 코드에서 사용되는 반응시작 후 1  경과시 에서의 

열 측 물/증기 출량  계통의 압력이며, 이를 토 로 열 측 수격

리(feed water isolation)  질소기체 주입에 의한 열 측 반응요인 격

리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수측 반응요인 격리는 그림 3.78의 증

기발생계통 개략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열  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이 감지되면 수 차단밸 (feed 

water isolation valve)가 닫  열 으로의 수공 을 차단시키고 수 

방출밸 (water dump valve)를 개방하여 열  내부의 물/증기를 수

배출탱크(water dump tank)로 방출하며, 증기 출구측에 치한 질소 장

탱크(nitrogen storage tank)로부터 열  내부로 질소기체를 주입하여 

열  내부의 수분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열 측 반응요인을 완 히 제

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M.H.W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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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증기발생계통 개략도

수측 격리시간(isolation time)은 반응 감지 후 30 이며, 수격리 

밸  차단 이후 약 60  경과 후에 질소기체의 주입에 의해 열  내부

가 완 히 건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M.H.Wi, 2002]. 따라서, 소듐-물 반

응사고 /후기 열  출 시나리오는 반응 시작후 1  경과 시 부터 

3-DEGB에 해당하는 21.57 kg/sec로 유지되는 기 출량이 30 경과 시

부터는 수측 격리에 의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후 열  내

부로의 질소기체 주입에 의해 수측 반응요인이 완 히 제거되는 약 90

 경부터는 더 이상의 물/증기 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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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수측 격리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열  

출모형을 시간의 함수로 설정하 다. 즉, 식 3.11)에서와 같이 열 의 물

/증기 출은 열  내부압력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수밸  차단 이후

의 열 측 압력은 정상운 의 15.5 MPa에서 열  내부의 질소기체 

주입시의 압력인 2 MPa까지 시간에 하여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실제로 수측의 격리 밸 가 닫히는 시간 동안은 열  내부의 증기 

온도와 압력이 변할 것으로 상되지만, 해석의 단순화  보수성을 해 

열 측 증기의 온도는 정상운 의 온도와 압력으로 일정한 것으로 설

정하고, 수측 격리밸  차단 시  이후부터는 열  내부에 존재하는 

물/증기가 증기발생기 shell측으로 방출되면서 열  내부의 압력만이 선

형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열 측 압력의 시간에 한 변화는 식 3.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설정된 압력 변화를 식 3.10)에 입하면, 물/증기 

출량 변화는 식 3.1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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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2)에서, P tube는 열 측 압력이며, P 1
과 P 2

는 각각 정상운

의 열 측 증기압력과 질소기체 주입시의 열 측 질소기체 압력을 의

미한다. 한, t isolation과 t dry는 각각 수측 격리밸  차단 시간과 질소기체 

주입으로 인해 열 측 반응요인이 완 히 제거되는 시간이다.

식 3.13)에서, DEGB
leakm1& 는 1개의 열 이 양단 단되는 경우의 물/증기 

출량이며, 상수 C 1
, C 2

  C 3
는 식 3.11)의 값과 동일하다. 한, 열  

내부의 수분이 모두 제거되는 시간인, t dry 이후부터는 물/증기의 출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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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따라서,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의 기 압력 단계(wave 

propagation stage) 이후, /후반기 열  출량 변화는 식 3.1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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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d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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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식에서, NDEGB는 KALIMER 설계기 사고(Design Basis Event)인 3개

의 열 이 양단 단되는 경우를 고려하기 한 것으로 NDEGB= 3이며, 

KALIMER 증기발생기 열 의 물/증기 출과 련된 설계인자를 표 

3.21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계를 통해 소듐-물 반응사고 발

생시의 과도기 열 측 압력변화  이에 따른 열  물/증기 출률을 

시간에 하여 도시하면 그림 3.79와 같다

그림 3.79(a)는 열 측 압력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SELPSTA 코

드 계산시작 시간 이 에는 열 측 압력이 정상운  압력인 15.5MPa

로 일정하며, 수측 차단밸 가 완 히 닫히는 시간까지도 열 측 증기 

압력이 15.5MPa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측 차단 밸

가 닫히기 시작하면 밸 의 개도에 따라 그림3.79(a)의 선과 같이 증

기압력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산

의 단순화  보수성을 해서 그림 3.79(a)의 실선과 같이 t isolation까지는 

압력이 일정한 것으로 설정하 다.

한, t isolation 부터 t dry까지는 정상운  압력인 15.5MPa에서 열 측 

반응요인 제거를 해 주입하는 질소기체 압력인 2MPa[M.H.Wi, 2002]까

지 선형 으로 감소하는 구간을 모사하고, 이후부터는 주입된 질소기체 압

력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정하 다. 열 측 증기 압력변화에 의해 

계산되는 과도기 물/증기 출률 변화는 그림 3.79(c)의 반응요인 차단모

형(reactant isolation model)과 같으며, 기존의 략 인 물/증기 출모형

과의 비교를 해 동일 시간 에 한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을 

그림 3.79(b)에 비교하여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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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b)의 보수  모형은 수측 반응요인 격리와 상 없이 증기

발생기 shell측 소듐의 방출로 인한 소듐측 반응요인 격리시 까지 열

의 물/증기 출이 계속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반면, 반응요인 차단모형은 

그림에서와 같이 기 3DEGB에 해당하는 물/증기 출률이 수가 완

히 차단되는 시간까지 지속되고, 이후부터는 열 측 압력감소에 비례하

여 열  내부에 남아 있는 물/증기의 출량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열  출량의 선형감소는 열  내부로 질소기체를 주입

하여 열 측 반응요인을 완  차단하는 시간까지 계속되고, 이후부터는 

반응요인이 완 히 제거되어 출량은 0이 된다.

이와 같이 소듐-물 반응시의 반응요인  하나인 열 측 수차단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설정한 열  출모형은 그림 3.79(b)와 같은 기

존의 보수  모형과 비교하여 수소 발생량을 상당히 실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상되며, 그림 3.79(b)의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은 수

차단 실패 등과 같은 계통 오작동시 지속 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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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Value Description

P 1 MPa 15.5 Steam-side nominal pressure

P 2 MPa 2
Tube-side pressure after water/steam 

clearing

t isolation sec 30 Feedwater isolation time

t dry sec 90 Water/steam dumping time in tube-side

NDEGB - 3
Number of tube failure (guillotine 

break)

ADEGB m2 - Leak area of tube ( 2×Atube)

watersteamm /& Kg/sec - Total leak rate of water/steam

표 3.21 열  출모형 설정을 한 설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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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steam side Pressure Variation

(b) Conservative water/steam Leak model

(c) Reactant iso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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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열  출 입력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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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  출 입력모형 비교

본 에서는 앞서 설정된 열 의 물/증기 출모형을 SELPSTA 코

드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입력인자 변화에 의한 계통거동 변화를 분석하

다. SELPSTA 코드의 계산 option인 ileak를 통해 앞서 제시한 각각

의 입력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ileak=1은 그림 3.79(b)의 보수  

모형, ileak=2는 그림 3.79(c)의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 그리고 ileak=3은 반응요인의 차단과 계없이 물 출이 계

속되는 모형이다.

본 분석에서는 기 수행된 연구[어재 , 2002]에서 사용된 보수  모형

(conservative model)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을 입력으로 하여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 /후기 

계통거동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① SELPSTA 코드 계산 기조건 설정

소듐-물 반응사고 /후기 계통 해석을 한 SELPSTA 코드 계산은 

반응 기의 압력 단계(wave propagation stage) 해석용 SPIKE 코드

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 1 까지는 SPIKE 코드의 결과를 활용하 다

[김연식, 2001]. 그림 3.80은  SPIKE 코드를 이용하여 소듐-물 반응사고 

기 압력  단계의 정상상태를 계산한 결과로, 열 측 물 출이 

“0”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평형 기상태에서는 수직 치 차이로 인

한 압력 요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을 시작하기 에 계통 내에 이와 같은 기 압

력요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기조건 설정에 불안정성이 내포되

므로, 이러한 교란을 제거하여 일정한 기상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기 30 간의 정상상태 계산을 통해 얻은 결과를 SPIKE 코드 과도

계산을 한 기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 로 과도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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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은 정상상태 계산 결과를 장한 재실행 기록(restart file)을 

사용하여 수행한 SPIKE 코드 과도기 계산 결과로, 반응 기 1 까지의 

cover gas 역과 압력개방 (rupture disk) pipe의 압력변화를 도시한 그

림이다. 본 분석의 목 이 기 압력  단계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

후기 계통 해석을 해 개발한 SELPSTA 코드의 기조건을 설정하기 

한 것이므로, SELPSTA 코드의 계산 시작시간인 1 까지의 계산만을 

수행하 다.

한, 본 분석에서 선택한 cover gas 역과 압력개방 (rupture disk) 

pipe는 각각 증기발생기 최상단과 최하단에 치하고 있으므로 bulk 

motion을 나타내는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계통거동 특성을 고려할 

때 증기발생기 내부의 체 인 압력 거동을 분석하기에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81과 같이 Cover gas 역과 압력개방 (rupture disk) pipe에

서의 압력은 반응 기 격한 spike 압력에 의해 심하게 요동을 하며, 이 

후 질량 달 효과(mass transfer effect)가 나타나는 0.3 경 부터는 서서

히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Cover gas의 압력과 압

력개방 (rupture disk) pipe의 압력은 증감이 상호 반 되는 특성을 나타

내므로, bulk motion을 보이는 /후반기 계통거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

균 값을 SELPSTA 코드의 입력으로 사용하 다. SELPSTA 코드의 입력

으로 사용되는 SPIKE 코드 계산결과  계통 설계인자는 표 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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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SPIKE 코드 정상상태(steady-state) 계산

그림 3.81 SWR 기 압력거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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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Unit Value

System Pressure (IHTS) at normal operation MPa 0.1

Initial Cover Gas Volume m3 9.23

Cover Gas Pressure (at 1sec, SPIKE code) MPa 0.7831

Sodium Drain Tank Volume m
3 150

Rupture Disk Breaking Pressure MPa 1.5

표 3.22 SELPSTA 코드 주요 입력인자

② SELPSTA 코드 열  출모형 민감도 분석

SELPSTA 코드의 열  출 입력모형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ileak=1과 ileak=2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으므로, 보수  모형

(conservative model)과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을 사

용하여 계산한 수소생성량 변화를 그림 3.82에 비교하여 도시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에서는 압력개방  

열 이후에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이 모두 방출되는 소듐측 반응요인 제

거에 의해 수소 발생이 단되지만, 수측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듐 액  감소와 계없이 소듐 방

출보다 빠른 시간 에 이루어지는 수측 반응요인 차단에 의해 수소 생

성이 단됨을 볼 수 있다.

한,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에서는 수측 격리

시  부터 질소기체 주입에 의한 열  내부 수분제거시 까지 열 측 

압력의 선형 감소에 의해 수소 발생량 역시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의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에서는 이러한 열  출감소와 상

없이 일정한 열  출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반응요인 차단모형

(reactant isolation model)에 비해 매우 보수 인 수소발생을 측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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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수소 생성모형 비교

그림 3.83과 그림 3.84는 각각 두가지 출모형에 한 계통  소듐배

출탱크(sodium drain tank)의 압력변화를 비교한 그림으로, 기 30 까지

는 수소 생성량이 두가지 입력모형에서 동일하므로 압력변화 역시 동일하

게 나타나지만, 30  이후부터는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이 계통

압력 변화를 과도하게 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듐배출탱크 

압력 변화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림 3.85와 그림 3.86은 각각 압력개방 (rupture disk) 열 이후 소

듐배출탱크로 방출되는 소듐 유량과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의 자유표면 액

 변화를 비교한 그림으로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에서는 동일 

시간 에 계통과 소듐 배출탱크 간의 압력차를 크게 계산하므로 소듐 방

출유량이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에 비해 높게 계산

됨을 볼 수 있다.

한, 매우 큰 방출유량으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부 소듐액  역시 보

수  모형(conservative model)에서 다소 빠른 감소를 나타냄을 볼 수 있

으며, 정량 으로는 약 79 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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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계통압력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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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소듐배출탱크(SDT) 압력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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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소듐 방출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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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내부 소듐 자유표면 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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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와 같이, 기존의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은 

수측 반응요인 차단과 계없이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의 배출로 인한 

소듐측 반응요인 차단에 의해서만 반응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상 으로 긴 시간동안 반응이 지속되므로 물/증기 출량 는 수소 생

성량 측면에서 과도한 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분석에서는 KALIMER 증기발생계통 운 과 련하여 소듐-물 반

응사고 /후기 계통 해석용 SELPSTA 코드의 열  출 입력모형을 

개발하고, 입력 모형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각 모형의 특성을 비교, 분석

하 다.

열 의 물/증기 출과 련된 기존의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은 수측 반응요인 차단을 고려하지 않고 압력개방 (rupture 

disk) 열 이후 소듐방출에 의한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격리만을 고려

함으로써 과도하게 보수 인 계통압력  사고완화 경향을 측하 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측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

은 계통운 과 련하여 shell측 소듐 격리 시간보다 빠른 시간 에 이루

어지는 수측 격리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실질 인 계통 해석을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반응요인 차단모형(reactant isolation model)은 

계통의 사고 처설비가 정상 으로 작동하는 일반 인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보수 모형(conservative model)은 수

측 반응요인 차단 실패시의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격리에 의해서만 사

고가 종료되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분석에서 수행

한 SELPSTA 코드의 열  출 입력모형 개선  민감도 분석 결과는 

향후 소듐-물 반응사고와 련한 액체 속로 간열 달계통(IHTS) 설계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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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압력 과도 모형 상세분석  보완

SELPSTA 코드는 열 으로부터 출되는 물/증기 출량  소듐

과 물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생성량에 의해 계통과도를 계산하므로 

열  출모형과 수소생성모형이 코드의 가장 핵심 인 해석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반응 기의 격한 압력 spike 이후, 장기간의 계통과

도 해석을 목 으로 하므로 기조건으로 SPIKE 코드 계산결과를 활용하

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반응 기와 /후기 계통 해석에 일 성을 부여하기 해서

는 기 수행연구[어재 , 2002]를 통해 설정된 바 있는 열  물/증기 

출모형과 더불어 수소생성모형 역시 반응 기 해석모형과의 일 성이 요

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 기의 압력 단계 해석용 SPIKE 

코드[박진호 외, 1998]의 반응모형 분석을 통해 반응 /후기 해석용 

SELPSTA 코드의 압력과도 모형인 수소생성모형을 보완하고, 반응빈도상

수와 련된 입력변수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반응 기  /

후기 계통의 압력변화 특성을 분석하 다.

  1) 수소생성모형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은 매우 복잡한 물리  상으로 여러가지 반응

의 형태로 나타나며, 반응 생성물 역시 기체, 액체  고체의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한다. 이들 반응생성물  기체생성물의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는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계통 열수력 거동에 가장 지배 인 향을 나타

낼 것으로 상되므로, 소듐-물 반응 해석시에는 복잡한 물리 /화학  

상으로부터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의 양을 계산하기 한 한 수

소생성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실 으로,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의 양을 정확

히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분의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코드

의 수소생성모형은 열 의 물/증기 출량을 기 으로 물/증기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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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체로의 환비(conversion ratio)를 사용하여 수소의 양을 계산하는 개

념이 일반 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환비는 소듐-물 화학반응의 반응계수 

계산을 통해 설정된다[M.Hori, 1980].

SPIKE 코드나 SELPSTA 코드의 수소생성모형과 련된 화학반응 

계수로는 물에서 수소기체로의 몰단  환비(steam to hydrogen molar 

conversion ratio)  질량변환계수(mass conversion factor) 등이 있으며, 

특히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질량 계산에 직 으로 사용되는 

질량변환계수는 다양한 소듐-물 화학 반응식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반응빈

도상수(reaction frequency constant)에 의해 결정된다.

① 소듐-물 반응빈도상수 계산

증기발생기 열 측 물/증기의 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듐과 물의 반

응 상은 다양한 화학반응 형태를 나타낸다. 이들 화학반응 에서 가장 

주된 반응은 식 3.15)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화학반응 이후에도 

식 3.16)과 식 3.17)의 형태로 지속 인 화학반응이 일어난다[M.Hori, 

1980].

22 2
1 HNaOHOHNa +→+

3.15)

NaHHNa →+ 22
1

 3.16)

22 2
1 HONaNaOHNa +→+

3.17)

이들 화학반응 , 반응에 참여하는 여분의 소듐이 충분히 존재하고 

소듐의 온도가 320oC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식 3.15)와 식 3.17)의 

화학반응을 합성하여, 식 3.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어재 , 2002].

2222 HONaOHNa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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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의 소듐-물 반응은 물리 /화학 으로 매

우 복잡한 상이며, 반응부   반응과정에서 외부 인 요인에 의해 많

은 향을 받게 되므로 의 다양한 화학반응 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지는 정확히 측할 수 없으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주로 식 3.15)  식 

3.18)과 같은 2가지 형태의 화학반응이 경쟁 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

으므로[M.Hori, 1980], 소듐-물 반응사고 해석은 주로 식 3.19)와 같은 형

태의 반응에 해 이루어지고 있다.

β
β
−+→+

+→+
121

2

22

222

HNaOHOHNa
HONaOHNa

( 10 ≤≤ β ) 3.19-a)

222 )1(21)1()1( HNaOHONaOHNa ββββ ++−+→++  3.19-b)

여기서, β는 반응빈도상수(reaction frequency constant)로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갖는다. 즉, 이와 같은 두 가지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수소의 

양이 서로 다르므로 각 반응에 한 수소 생성량을 히 계산하기 하

여 반응빈도상수를 도입하 다. 식 3.19-a)의 두가지 반응을 반응빈도상수, 

β를 이용하여 단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식 3.19-b)와 같이 표 되며, 이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물 1 mole을 기 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mole 단 로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1(:
)1(:

:
)1(21:

2

2

β
β

β
β

Na
NaOH

ONa
H

3.20)

여기서, Na 2O , NaOH , Na 등의 고체  액체 생성물은 H 2
와 같은 기

체 생성물에 비해 상 으로 반응시의 계통 열수력 거동에 큰 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계통 압력거동에 주된 향을 미치는 

수소기체의 생성량에 한 화학양론  반응상수(stoichiometric reaction 

constant), α를 이용하면 식 3.20)의 반응빈도상수( β)는 식 3.21)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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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αβ 3.21)

여기서, α는 소듐과 물의 화학반응시 생성되는 수소의 양을 계산하기 

한 일종의 mole 단  환상수(molar conversion factor)로 재까지 실

험을 통해 발표된 해외논문[M.Hori, 1980]을 참조하면 물 1mole당 

0.7mole의 수소가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반응빈도상수

(reaction frequency constant), β는 식 3.21)에 의해 0.4가 된다.

② SELPSTA 코드 압력과도 모형 개선

소듐-물 반응시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질량은 열 의 물/증기 출유

량을 토 로 계산되며,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는 앞서 계

산된 반응빈도상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즉, 식 3.20)의 계를 이용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각 반응원소와 생성

원소의 양을 질량기 으로 나타내면, 물에서 수소로의 질량단  환계수

(steam to hydrogen mass conversion factor)는 식 3.22)와 같이 표 된다. 

식에서 M은 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량을 의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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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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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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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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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1(

)12(

)1(
2
1

,

,

,

,

αβ

αβ

αβ

αβ

3.22)

식 3.21)에 의해 계산된 반응빈도상수( β), 0.4를 식 3.22)에 입하면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 C mass,H 2
)는 약 0.08이 된다. 즉, 소

듐과 물의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을 질량 단 로 계산하면, 물 1g은 

약 1.79g의 소듐과 반응하여 약 0.08g의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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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ELPSTA 코드 계산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질

량은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 C mass,H 2
)를 이용하여 식 

3.23)과 같이 계산되며, 질량 변환계수는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몰단  

환비(molar conversion ratio), α의 함수로 입력되도록 모형화 하 다. 이 

식에서, m ̇PRH와 m ̇ leak은 각각 반응에 의해 단  시간당 생성되는 수소질량

과 열 으로부터 출되는 물/증기의 출유량 (leak rate)을 의미한다.

 
leak

OH

H
leakHmassPRH m

M
M

mCm &&& ⋅⋅=⋅=
2

2

2, α
3.23)

식 3.23)의 수소생성모형은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에 

의해 수소 생성량을 계산하지만, 기존 SELPSTA 코드 수소생성모형은 질

량변화계수가 물/증기와 수소기체 간의 몰단  환비(molar conversion 

ratio)만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두 모형간의 수소생성률(hydrogen 

generation rate)은 결국 식 3.24)의 계를 갖는다. 식에서, 하첨자 
current  previous는 각각 SELPSTA 코드의 개선된 수소생성모

형과 기존의 모형을 의미한다.

previousPRH
OH

H
currentPRH m

M
M

m ,,
2

2 && ⋅⎟
⎟
⎠

⎞
⎜
⎜
⎝

⎛
=

3.24)

  2) 기존 수소생성 모형과의 비교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수소 생성모형은 물/증기에서 수소기체로 환

되는 질량단  환상수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모형의 과도한 수소 생성모

형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 3.87은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수소생성모형의 개선 /후에 한 

SPIKE  SELPSTA 코드 계산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87(a)는 

동일한 물/증기 출률에 한 기존 모형과 새로운 모형 간의 과도기 수소 

발생량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기존의 수소생성 모형은 새로운 모형에 

비해 약 9배 많은 수소 발생량을 계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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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b)는 이와 같은 두 모형간의 수소 발생량 차이에 한 계통

의 과도기 압력변화 경향을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 모형

은 재 수소생성 모형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소 발생량을 계산하므로 계

통의 격한 압력증가를 래하여 압력개방 (rupture disk)이 약 0.4  

빨리 열되고, 압력개방  열 이후에도 지속 으로 과도한 양의 수소기

체 발생으로 인해 격한 2차 압력 상승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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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수소생성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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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 로 질량단  변환계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수소생성 모형은 

수소 생성량을 실화하여 2차 압력상승이 나타나지만 기존의 보수  수

소생성 모형에 비해 압력 상승폭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므로 두 모형 간에 

서로 다른 압력 거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수소의 생성량은 으로 물/증기의 출량에 의존하므로 두 

가지 모형 모두 열  물/증기 출이 종료되는 시 부터는 거의 동일한 

압력 거동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수소생성 모형은 질량단

의 환상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실성 있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반응 기의 SPIKE 코드 반응모형과 일 성을 유지함으

로써 향후 소듐-물 반응사고 기  /후기 통합 해석에도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해 SELPSTA 코드의 압력과도 모형을 열

 출에 의한 물/증기 출질량에서 수소기체로의 질량변환계수를 사용

하여 개선하고 기존 모형과의 비교 평가를 수행한 결과, 기존 해석모형의 

과도한 보수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반응 기의 압력 단계(wave propagation stage)에서는 소듐

과 물의 화학반응 속도에 의한 압력 의 가 주된 계통과도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반응빈도상수에 의해 결정되는 수소생성량 변화는 계통의 압

력과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기 Spike 압력 이후 지속 인 반

응에 의해 발생하는 2차 압력상승을 포함하는 /후기 매질이동단계(mass 

transfer stage)에서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 질량과 반응에 지가 

계통 과도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반응 기에 비해 상 으로 활발한 

향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소듐-물 반응사고 /후기 해석코드의 수소생성모

형 개선  반응빈도상수의 민감도분석 결과는 향후 반응 기  /후

기 통합해석 산체제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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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압력방출) 계통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기능보완

KALIMER 증기발생기의 열  물/증기 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

사고가 발생시의 계통 설계인자의 변화가 압력 방출과 련된 계통 거동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SELPSTA 코드의 소듐 배출탱크 

(sodium dump tank ; SDT) 해석 모형을 개발  개선하고, SDT 기체공

간 체  변화 등에 한 설계인자 변화 향  이에 따른 계통의 반

인 압력거동 특성을 분석하 다.

소듐-물 반응사고 발생시 증기발생기를 포함하는 간열 달계통

(IHTS)은 반응 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량의 수소기체  격한 반응

열 발생에 의해 과압되고, 계통의 압력이 계통 압력개방 설정압력에 도달

하면 증기발생기 하단에 설치된 열 (rupture disk)이 열되면서 증기

발생기 shell측 소듐이 증기발생기 하단과 연결된 소듐배출탱크(SDT) 내

부로 방출되어 반응요인 차단에 의해 소듐-물 반응사고가 종료된다.

이 때,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방출의 주요 구동력은 과압된 계통 압

력과 소듐 배출탱크(SDT)의 압력차  증기발생기 하단과 소듐 배출탱크

(SDT)를 연결하는 배 에서의 압력손실의 함수로 주어진다. 따라서, 소듐

-물 반응사고 발생시 반응요인 차단을 해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을 소

듐배출탱크(SDT)로 방출시키기는 SWR시의 압력방출 상 분석을 해

서는 계통의 에 지 변화와 소듐 배출탱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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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해석모형을 열

(rupture disk) 열 이후의 소듐 배출 상을 보다 히 모사하기 

해 그림 3.88과 같이 개선하고, 기존 해석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된 소

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을 용한 SELPSTA 코드의 계통 압력방출계

통 해석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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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SDT 해석모형 개선을 한 SELPSTA 코드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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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LPSTA 코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 개선

KALIMER 증기발생기 열 의 규모 물/증기 출사고 발생시 증

기발생기 shell측으로부터 방출되는 고온 소듐  소듐-물 반응 생성물을 

수용하는 소듐 배출탱크(SDT)는 배 을 통해 증기발생기 하단과 연결되

며, 증기발생기를 포함하는 간열 달계통(IHTS) 내부의 소듐을 모두 수

용할 수 있을 만큼의 체 이 요구된다.

특히,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기체를 포

함하는 반응 생성물의 유입에 의해 탱크 내부압력 증가  수소기체의 국

부 인 농도 증가에 의한 폭발 방지를 해 소듐배출탱크(SDT)와 연결된 

수직 배 에 압 열 (low‐pressure rupture disk)을 설치하고, 탱크 압

력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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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충격 완화를 해 소듐배출탱크 (SDT) 하부

에는 0.5m 깊이로 200oC의 온 소듐이 채워져 있으며, 이 온 소듐으로 

인해 탱크 내부의 소듐  기체 온도가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탱크 내

부 온 풀 소듐의 체   질량 등을 계산하여 계산에 반 시킬 필요가 

있다.

소듐배출탱크(SDT) 내부의 온 소듐 체 은 수평 원통형 구조의 하

부에 형성되며, 구체 인 크기 자료는 참고문헌 [GE, 1986][김연식, 1999]

를 참조하여 그림 3.89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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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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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 shell

측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온 소듐에 의해 탱크내부에서 국부 인 온도구배

를 가질 수 있으나, SELPSTA 코드에서 사용하는 소듐배출탱크 해석모형

의 단순화를 해 다음과 같이 탱크 내부 소듐온도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소듐배출탱크 내부 cover gas의 온도  압력거동을 

나타내는 식 3.25)로 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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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SELPSTA 코드 해석모형에는 소듐배출탱크의 압력 상

한치가 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소기체를 포함하는 반응 생성물 유입시 

소듐배출탱크에서의 국부 인 수소 농도 증가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그림 3.90)과 같이 소듐배출탱크 (SDT) 내부기체의 방출배

에 압 열 을 추가로 설치하여 탱크 내부 압력 증가시 이를 열시

켜 탱크 내부를 감압시킬 필요가 있다[심윤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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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 소듐배출탱크(SDT) 압력 조  계통도

압 열 (low-pressure rupture disk)의 열 설정압력은 증기발생

기와 소듐배출탱크 (SDT)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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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듐배출탱크 압력인 0.1MPa보다는 높은 값으로 설정하여 

수소기체 유입에 의한 탱크 내부압력 상승시에 히 열되도록 설정되

어 있다[심윤섭, 2002]. 이러한 설계를 SELPSTA 코드 소듐배출탱크

(SDT) 해석모형에는 식 3.26)과 같이 모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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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SDTgP , 와 envP 는 각각 소듐배출탱크 압력과 기압을 의미하며, 

LPRDP 는 소듐배출탱크(SDT)의 압 열  열 설정압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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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 개선 결과 비교

본 에서는 개선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이 SWR 발생시의 

계통 압력방출 상 해석에 미치는 향을 기존의 해석모형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소듐배출탱크 해석모형의 성을 평가하 다.

그림 3.91은 개선된 소듐배출탱크(SDT) 내부 압력변화에 의해 증기발

생기 상부 cover gas 역의 압력으로 표되는 과도기 계통 압력변화 경

향을 기존의 SDT 해석모형에 의한 계산결과와 직  비교하여 도시한 그

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SELPSTA 코드의 소듐배출탱크(SDT) 해석

모형은 이론  추측과 동일하게 계통 열 (rupture disk) 열시  이  

 열 직후에서는 기존의 모형과 비교할 때 계통의 압력거동에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계통의 압력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시

부터 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즉, 개선된 소듐배출탱크(SDT) 해석모형에 의해 계산된 탱크 내부의 

압력분포는 고온소듐 유입에 의한 향을 탱크 내부 압력계산에 반 함에 

따라 기존의 해석모형에 비해 소듐배출탱크(SDT) 내부의 압력이 높게 증

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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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인 탱크 내부압력 증가에 의해 추가 인 계통 압

력방출이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계통이 정상운  압력인 0.1MPa에 비해 높은 압력인 약 3기

압 이상으로 지속 으로 유지됨에 따라 기계 인 구조 건 성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SELPSTA 코드의 사용자 입력을 활용하여 소듐배출탱

크(SDT) chimney와 연결된 압 열  열 선택 option을 용하고 분

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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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와 그림 3.93은 그림 3.91의 분석과 동일한 조건에 하여 소듐

배출탱크(SDT) 압 열 을 설치한 경우( 열설정 압력 : 0.25MPa [심

윤섭, 2002])에 한 탱크 내부  계통 압력변화 경향을 기존의 해석모형

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3.92와 같이 소듐배출탱크(SDT) 내부의 압력은 

기존 해석모형에 비해 격히 증가하면서 약 200  경과 시 부터는 SDT 

압 열  열 설정 압력인 0.25MPa를 넘어서게 되며, SELPSTA 코드

의 압 열선택 옵션을 사용한 경우, 압 열  열과 동시에 식 

3.26)에 의해 기압으로 격한 압력감소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한, 이에 상응하여 그림 3.91의 계통 압력변화 역시 소듐배출탱크 

(SDT)의 압 열  열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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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

이 주  환경으로 완 히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단계를 통해 개

선된 SDT 해석모형  압력방출계통 설계인자 특성 향 평가 결과를 토 로 

계통 운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설계상의 고려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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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 SWR /후반기 계통 과도압력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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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SDT 압 열  설치시의 

탱크내부 압력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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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SDT 압 열  설치시의 계통 압력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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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결과를 이용한 과도 압력분포 특성  기포거동 특성평가 기능도입

1) SELPSTA 코드 해석모형 검증 실험

본 연구단계를 통해 개발된 SELPSTA 코드 압력과도 해석 모형의 검

증을 해 SWR 후반기 거동 특성 실험에 한 실험 요건을 생산하고 

소듐 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입수하여 SELPSTA 코드 

해석모형의 실험  검증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은 반응 기의 격한 압력  상 감퇴 이후 장기간 동안

의 계통 과압  이를 유발하는 bulk motion 모사를 해 개발된 

SELPSTA 코드에 용된 LMET (long-term mass and energy transfer) 

모형[어재 , 2004]의 실험  검증이 주된 목 이다. 이와 같은 상을 모

사하는 해석 모형의 검증은 물모의 실험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발생되는 

수소기포는 수소기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되는 폭발 험을 방지하기 

하여 압축공기를 계통 내부로 주입(injection)하는 것으로 모의하 다.

일반 으로 소듐-물 반응사고 상의 실험  검증은 실제 소듐을 사용

하는 것이 상식 으로 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기 는 물과 

하는 경우의 소듐의 격렬한 폭발  반응 특성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듐을 

사용하는 실험은 실 으로 매우 험하고 고가의 실험 장비가 요구되므

로, 규모 실험 등에서는 유럽 는 미국 등에서도 물모의 실험을 수행하

는 경우가 많으며, 소듐 계측 장비가 매우 고가인 을 고려할 때, 실험의 

특성에 따라 물모의 실험이 더 실 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지 

않다.

이와 같은 물모의 실험이 타당성을 갖기 해서는 소듐과 물, 공기와 

수소 간의 유동  열 특성에 한 정확한 상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하여 기 수행 연구[어재 , 2002]를 통해 실제 계통과 실험장치 사이

의 기하 상사에 기 한 유동  열 특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험

장치의 형태  작동조건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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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WR 후반기 계통 거동 해석 실험의 기획  실험요건 설정 단

계에서는 실제로 소듐과 물 는 공기와 수소기체와의 물리 으로 타당한 

상사를 해 실제 설계와 실험장치간의 기하형태 상사  유동 조건 상사, 

그리고 열특성 상사의 세가지 항목에 한 물리 인 기본 지배 방정식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항목의 다양한 미지수를 반복 

계산법을 통해 소거하는 형식으로 최종 인 기하, 유동, 열 특성에 한 

상사성이 최 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하 으며, 이러한 상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축소 실험장치의 기하형상  작동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물모의 실험

과 실제 소듐을 사용하는 실험과의 상호 특성 차이를 최소화하 다. SWR 

후반기 계통거동 물모의 실험조건은 유체계통 설계 분야에서 기 발행한 

요건서 [어재 , 2002]를 토 로 생산되었으며, 작동 유체의 유량  유속

은 실험조 (test tube) 내부로 주입되는 기포의 향배를 결정짓는 여러 요

소 의 하나로서, 최종 실험 결과의 측정에 많은 향을  수 있는 인자

이므로, 실제 증기발생기 내부 열  번들에서의 유체속도가 최  1m/s 

정도[한도희, 2002]인 을 반 하여 주입 기포와 간계통 유동 간의 운

동량 수지(momentum balance)에 한 정량  분석결과를 통해 설정하다.

한, 실험 측정상의 오차 최소화  실험결과의 활용성 증진을 해 

다양한 유량 조건의 구 이 가능하도록 작동유체의 유량은 펌 의 가변기 

(inverter)를 이용하여 변화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실험조(test vessel)

가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이루어진 을 고려하여 압력상승시 부풀어 오

르거나 손될 험성을 방지하기 해 체크 밸 를 설치하 으며, 물 순

환 유량은 상온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2) 실험자료를 이용한 SELPSTA 해석모형 검증  보완

SWR 후반기 물모의 실험은 실제 소듐-수소기체 간의 질량  에 지 

달 상을 물-공기 간의 상으로 모의하고 SELPSTA 코드의 물성치 계

산 루틴을 작동 유체에 맞게 보완하기 하여 물과 공기의 물성치 계산식을 

산화하여 SELPSTA 코드의 부 로그램화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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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SELPSTA 코드의 계산 time step은 계통의 압력 변화 경

향을 고려하여 1 msec 에서 100 msec까지 자동 으로 조 되도록 하 으

며, 총 계산 시간은 실험 수행시간인 6분으로 설정하 다. 한, cover gas 

는 실제 증기발생기 상단의 기체와 동일하게 Argon을 주입하 으며, 

cover gas의 부피는 5.38 liter, 기 압력  온도는 각각 1기압과 13oC로 

설정하 다.

실제 증기발생기의 shell측 소듐을 모사하는 실험장치 순환유체인 물의 

총 부피는 40.7 liter이며, 기 정상상태 온도는 13oC, 그리고 실제 실험에

서 강제 순환유량 조건을 용하 지만 LMET 모형[어재 , 2002]을 사

용하는 해석에서는 정지유량만을 고려하여 모든 유량조건에서 LMET 모

형의 용 타당성을 정량   실험 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  검증을 해 SWR 후반기 물모의 실험에 하여 실험장치의 

기하형상과 작동유체의 물성치 계산루틴을 보완하여 SELPSTA 코드의 

입력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여 실험 측정치와 비교하 다. 실험 결

과와의 1차 으로 비교한 결과, cover gas 역의 압력 변화가 실험 결과

보다 과도하게 높게 계산되는 경향을 보 으며, 이같은 코드 계산의 불일

치성을 개선하기 해 코드에서의 온도  압력계산 부분을 면 히 검토

하여 cover gas 역의 온도계산 부분에서 개선할 을 발견하 다.

즉, cover gas 역으로부터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으로 달되는 열

량이 클수록 주입되는 기포가 cover gas 역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빼

앗기는 열량이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cover gas 역으로 에 지와 질량이 

직  달되는 것으로 가정한 LMET 모형의 단 을 극복하기 해서는 

실제 물리  상을 고려하려 이 부분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계에서는 SELPSTA 코드의 LMET 모형 개선을 

해서 cover gas 역의 온도계산을 수행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실험 측정치와의 비교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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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도계산시의 모형보정 계수, 를 cover gas 역으로부터 증

기발생기 shell측으로 빼앗기는 열량을 나타내는 항에 곱함으로써, 실제 증

기발생기 열  번들 역에서 발생한 수소기체 (본 실험에서는 주입공

기)가 cover gas 역으로 이동하는 도 에 빼앗기게 되는 열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개발된 LMET 모형의 단 을 극복할 수 있

는 가장 실 인 방법 의 하나로써, 이와 같은 모형보정 계수를 사용한 

경우의 SELPSTA 코드 계산 결과의 변화 경향을 cover gas 역의 압력 

 온도변화 에 하여 각각 그림 3.94  그림 3.95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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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Cover gas 압력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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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Cover gas 온도변화 비교

비교 결과, cover gas 역의 압력변화의 경우, 모형보정 계수의 변화

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실험 측정 data가  실험 시간 에 걸쳐 해석 결

과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정인자의 향이 제 로 반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압력계산시 히 반 되는 모형 보정계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계산시에는 실험 반기(150 ～200 ) 이후부

터 해석 결과가 여 히 높은 온도 측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험장치 루 가 폐계통(closed loop)이므로 공기 주입시 일단 질

량 달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하지만 에 지 달 측면에서는 주입되는 공

기의 에 지가 열용량이 매우 큰 아냉-물(sub-cooled water)에 해지면

서 그 에 지를 잃어 실험 후반부로 갈수록 cover gas 로 직  달되는 

에 지의 양이 감소하게 되어 온도 증가가 둔화되고, 이와 함께 장치 외부

로의 열손실도 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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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압력 증가 상은 실험조 내부로의 질량 달에 의해서 주로 이루

어지므로 한 상사를 통해 물모의 실험의 단 을 극복함으로써 그 

향을 상 으로 작게 반 할 수 있으나, 에 지 달에 의한 향은 물모

의 실험인 계로 해석 결과가 상 으로 overestimation 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앞서 도시한 물 순환 유량별 실험자료를 통해 순환유량 증가

시 더 낮은 온도분포가 측정되는 것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모형 보정계수를 용하면서 1차 비교 결과보다는 좋은 측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행된 유동 방해구조물 

설치시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교에서도 유동 방해구조물 설치에 

의한 기포 이동 형태  이로 인한 계통 압력 증가 경향이 구조물 비 설

치시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해석 결과와의 차이 역시 한 차이는 찰

되지 않았다.

한, 그림에서와 같이 유동방해 구조물 설치에 의한 직 인 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LMET 모형에 한 보정계수를 용함으로

써, cover gas 역의 과도한 온도 증가 측은 상당부분 실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단계에서 수행 완료된 물모의 실험을 통한 LMET 모형의 검

증  모형 보정계수의 용을 통한 SELPSTA 코드의 해석모형 개선 결

과는 상당히 고무 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구체 인 소듐 실험을 통해 

LMET 모형  반 인 SELPSTA 코드 산해석 방법 등에 한 추가

인 상세 검증을 한 기본 자료로도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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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가. 체 유동장의 요동 진폭 해석 체제 개발

온도가 다른 두 유동이 혼합하여 온도요동을 일으키고 고체물체에 열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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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계면을 통하여 구조재로 달되는 열 달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요

한 향인자는 온도요동의 크기와 주 수인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온도요

동 주 수가 비교  작은 경우에는 인 한 구조재에 열 달 특성이 달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므로 이러한  주 수의 온도변화 특성

이 그 크기, 즉 진폭이 큰 지 에서는 구조재의 온도변화를 하게 일으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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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ping 상을 이해하기 하여 많은 실험   수치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실험  연구는 주로 일본의 JNC에서 수행되었으며, 

작동유체로는 소듐, 공기  물을 사용하여 액체 속로 노심 출구에서의 

모양을 간단하게 모사한 double jet, triple jet  동심 환형 jet에 한 실

험을 수행하여 thermal striping 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험자료를 축

하여 왔다. 실험 으로 실제 인 액체 속로 노심 출구에서의 형상을 모사

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산이 필요하므로 thermal striping 

상을 수치 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일본  랑스 등에서 수행되어 왔다.  

Thermal striping 상을 분석하기 해서는 첫째로 체 유동장의 특성을 

악하고, 둘째로 고체면으로의 열 달 특성을 지배하는 온도의 시간함수

를 확보해야하는 두 가지 요한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

다. 첫째, 체유동장의 유동특성 악은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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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신속한 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산된 온도요동 진폭의 정확성은 

사용된 난류모델의 정확성에 의존된다. 둘째, 온도변화의 주 수와 진폭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온도의 함수 계를 구하기 하여 LES를 이

용한 해석 방법을 도입한다. 체유동장의 유동특성을 악하고, 온도요동

의 진폭을 악하기 하여 CFX-4.2코드와 가장 고난도 난류모델인 이놀

즈 응력  열유속 모델(Reynolds stress and flux model)을 사용하여 

KALIMER-150 노심 상부 고온 풀 (hot pool)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

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한 CFX-5.6코드와 LES 방법을 사용하여 시

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주 수  진폭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소듐기술개발과제에서는 공기를 작동유체로 double jet와 

triple jet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난류모델과 

LES방법론의 검증에 필요한 실험데이터를 축 하여왔다. 이 실험데이터를 

사용하여 난류모델의 검증과 LES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ㅇ 체 유동장의 온도요동 진폭 해석 체제 개발

실제 액체 속로 고온 풀에서의 thermal striping에 의한  온도요동 진

폭 해석 체제 개발을 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념설계한 KALIMER 

고온 풀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을 분석하 다. KALIMER노심은 그

림 3.96에 도식화되어 있다. 노심은 10개의 서로 다른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60°각도로 칭성을 갖고 있다. 그림 3.97은 각 1/6 칭 집합체 출

구에서의 유속과 출구온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98은 KALIMER 원자

로의 노심 상부 고온 풀의 기하학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열교환기 부분은 약간 복잡하다. 그림 3.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KALIMER 고온풀의 단순화된 형태계산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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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않는다. UIS 형태도 계산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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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처리하 다. 계산격자는 계산시간과 해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배

치하 다. 축 방향으로 185개, 반경방향으로 34개, 원주방향으로 24개를 배

치하 다. 축 방향으로는 thermal striping이 일어나는 부분에 조  더 조

하게 배치하 다. 반경방향  원주방향의 격자분포는 연료집합체의 형

태를 고려하여 배치하 다. 계산은 해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고차 

유계해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KALIMER 고온 풀 각 원주방향 단면에서의 온도분포  온도 요동

의 분포는 그림 3.100에 도시하 다. 그림 3.98의 온도 분포도로부터 노심 

상부와 UIS 하단에서 매우 복잡한 열혼합 상이 일어남을 찰할 수 있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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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동의 방향이 원자로 barrel 벽 쪽으로 경사가 지기 때문이다.

그림 3.101은 온도요동의 진폭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하여 UIS 하

부 바닥의 높이에서 각 반경방향 지 에서의 원주방향으로의 온도요동의 

분포를 도식화한 것이다. UIS 바닥 모서리에서의 온도요동의 진폭이 UIS 

바닥 다른 부분보다 상 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어 집합체의 

근처에서 발생하는 큰 온도요동이 유동이 경사지게 흐르기 때문에 이곳으

로 달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원주방향의 치에서 반경방

향으로의 온도요동 분포를 그림 3.101에 도시하 다. 이 그림에서 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UIS 바닥면에서의 온도요동 진폭의 크기는 유동이 

로 흐르는 UIS와 barrel 사이 역보다 작다.  결과로부터 KALIMER 

원자로 UIS에서 thermal striping이 문제가 되는 역은 UIS 바닥 모서리

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온도요동 진폭의 크기는 노심 출구에서 제어 집

합체와 연료 집합체의 온도차 보다 상 으로 매우 다. 한 thermal 

striping 상은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 수에 의해 의존함으로, UIS 바닥 

모서리 역에서 온도요동 상을 규명하기 해 다음 에서 LES 방법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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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KALIMER Breakeven 노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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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KALIMER Breakeven 노심의 노심 출구 온도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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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KALIMER 고온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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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KALIMER 고온풀의 단순화된 형태



- 221 -

(a) 온도 분포도 

   

(b) 온도요동 분포도

그림 3.100 각 원주방향 단면에서의 온도  온도요동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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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주방향으로의 온도요동 분포도

(b)반경방향으로의 온도요동 분포도

그림 3.101 UIS 하부 지 에서의 원주방향  반경방향으로의 온도요동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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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부난류 요동 진폭  주 수 해석체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액체 속로 고온 풀에서의 시간에 따른 국부 인 온도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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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2는 원주방

향 각 단면에서, 그림 3.103은 축 방향 각 단면에서의 UIS 근처에서의 순

간 인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LES의 결과는 난류모델에 의한 

시간평균 분포 보다 좀더 실제 인 물리  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

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각 단면에서의 온도요동에 한 동 상을 만

들었고, 이것으로 액체 속로 고온 풀에서의 온도요동 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04는 UIS 벽면 각 지 에서의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 수를 보

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UIS 모서리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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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응력 계산에 입력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조 한 수

치격자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면 좀 더 정확한 계산결과를 산출할 것

이다.

액체 속로 상부구조물에 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thermal striping 

상을 난류모델과 LES방법을 사용하여 KALIMER 원자로에 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이 해석결과로부터 KALIMER 원자로에서 thermal 

striping이 문제가 되는 역은 UIS 바닥 모서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이곳에서의 온도요동 진폭의 크기는 노심출구 온도차 보다 상 으로 

었다. 한 LES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온도요동의 주 수와 진

폭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와 실험치와의 비교 검증을 바탕

으로 thermal striping의 해석에 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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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α ˚          (b) 10=α ˚          (c) 15=α ˚

       

                   

           

             (d) 20=α ˚         (e) 25=α ˚          (f) 30=α ˚

       

                   

  그림 3.102 각 원주방향 단면에서의 순간 인 온도분포 (t=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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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0.2m                     (b) Z=0.3m  

       

               

             (c) Z=0.4m                   (d) Z=0.5m

          

       

그림 3.103 각 축방향 단면에서의 순간 인 온도분포 (t=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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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0.4m, α=5°, Z=0.94m

(b) R=0.4m, α=15°, Z=0.94m

그림 3.104 UIS 단면  상류 각 지 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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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0.8m, α=5°, Z=0.94m

(d) R=0.8m, α=15°, Z=0.94m

그림 3.104 UIS 단면  상류 각 지 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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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1.2m, α=5°, Z=1.4m

(f) R=1.2m, α=15°, Z=1.4m

   그림 3.104 UIS 단면  상류 각 지 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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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를 이용한 해석체제 검증

  1) 온도장 실험자료 분석  난류모델, LES모델 보완

본 연구에서는 thermal striping 상을 수치 으로 해석할 때 기존의 

난류모델들을 평가하고, 앞 에 사용된  LES방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러한 해석체제의 검증에 사용된 실험자료는 원자력연구소 소듐기술개발과

제에서 수행한 thermal striping 실험 [남호윤 등, 2004]이다. 이 실험에서

는 공기를 작동유체로 사용하여 double jet  triple jet의 시험부에서 Jet

의 속도와 온도를 변화하면서 온도장과 속도장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실험  속도가 10m/s로 동일하고, 앙 jet 온도가 41℃이고 좌

우 jet의 온도가 65℃인  triple jet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105

는  thermal striping 실험 시험부의 정면도와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6은 시험부 각 수직방향 치에서 측정한 온도와 각 난류모

델에 의 계산된 온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Jet의 입구근처

(y=48mm)에서는 모든 난류모델들이 온도분포를 정확하게 측하지 못

함을 보여 다. 계산결과와 실험데이터와의 차이는 실험 인 어려움에 기

인할 수 도 있다. 유동이 수직방향으로 진행하면 V2-f 난류모델이 

two-layer모델이나, SST 모델에 비하여 보다 정확하게 온도분포를 측함

을 찰할 수 있다.  Two-layer 모델은 항상 온도의 크기를 게 해석하

며, SST 모델은 V2-f 모델과 two-layer 모델의 간정도의 정확성을 보

여주고 있고, 열혼합이 거의 종료되는 지 (y=373mm, 523mm)에서는 매

우 부정확한 계산결과를 산출함을 보여주고 있다. V2-f 모델도 최 상단 

수직지 의 심부에서 온도의 크기를 약간 과다하게 해석함을 보여주고 있

다. 이것은 V2-f 모델이 이곳에서의 열혼합 상을 하게 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3.107은 시험부 각 수직방향 치에서 측정한 온도요동의 진폭

의 크기와 각 난류모델에 의해 계산된 온도요동의 진폭의 크기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Jet 입구 근처에서는 각 난류모델들이 과다하게 온도요동의 진폭

의 크기를 측하나, 유동이 상부로 흐르고 열혼합 상이 진행됨에 따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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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모델들에 의해 계산된 결과들이 비교  정확하게 온도요동의 진폭의 크기

를 측함을 찰할 수 있다. 난류모델  V2-f 모델이 가장 정확하게 

측함을 찰할 수 있고, two-layer 모델과 SST 모델은 상부지 에서 온도

요동의 진폭의 크기를 과소하게 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V2-f 모델이 thermal striping 상을 해석하는데 한 난류모델임

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LES모델을 평가한 결과를 제시한

다. LES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LES 모델이 thermal 

striping 해석에 있어서 가장 요한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기를 동시에 제

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하여 열혼합이 비교  활발하게 일어나는 고온 

jet와 온 jet 수평 앙에서  방향으로 12개 지 을 잡아 LES방법으

로 계산된 시간에 따른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기  평균온도를 실험결과

와 비교하 다. 그림 3.108은 y=73mm, y=123mm에서의 계산된 온도요

동의 모습과 power spectrum density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LES모델이 온도요동의 진폭과 주기를 비교  

정확하게 측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05 측정장치 시험부의 정면도(우)와 단면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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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8mm           (b) y=98mm          (c) y=175mm

  (d) y=273mm          (e) y=373mm          (f) y=523mm

  

그림 3.106 각 수직방향 지 에서의 수평방향 온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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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8mm          (b) y=98mm           (c) y=175mm

   (d) y=273mm          (e) y=373mm         (f) y=523mm

그림 3.107 각 수직방향 지 에서의 수평방향 온도요동 진폭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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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도요동 분포도(y=73mm) 

(b) PSD 분포도 (y=73mm)

그림 3.108 각 찰 지 에서의 

온도요동  PSD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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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 각 찰 지 에서의 

온도요동  PSD 분포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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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장 실험자료 분석  해석체제 개선

본 연구에서는 에서 설명한 난류모델들에 의한 속도장의 계산결과를 

최근에 이루어진 속도장 실험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3.109는 수직

방향 각 지 에서 수직방향 속도성분의 분포를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Jet의 입구 근처 (y=48mm)에서는 모든 난류모델들이  

수직방향 속도성분을 정확히 모사하나, 유동이 수직방향으로 진행함에 따

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난류모델들이 유동의 혼합 상을 과소하게 

측하기 때문이다. 난류모델간의 측정도의 차이는 미미하나, V2-f 모델

이 수직방향의 속도성분을 약간 과다하게 측함을 찰할 수 있다. 그림 

3.110은 수직방향 지 에서의 각 난류모델에 의해 계산된 난류 단응력 

분포도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각 난류모델들

이 난류 단응력을 비교  정확하게 측함을 찰할 수 있다. 실험데이

터에서 y=175mm 이상의 지 에서 좌우 양쪽 난류 단응력이 과다하게 

측정된 것은 이 역에서 수평방향 속도성분을 히 측정하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림 3.109의 수직 속도성분을 찰하여 보면 

이 역에서 난류 단응력이 과다하게 측정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외

의 역에서는 모든 난류모델이 비교  정확하게 난류 단응력을 측함

을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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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8mm          (b) y=98mm         (c) y=175mm

                          

   (d) y=273mm         (e) y=373mm          (f) y=523mm 

그림 3.109 각 수직방향 지 에서의 수직방향 속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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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8mm          (b) y=98mm         (c) y=175mm

 

                                         

   (d) y=273mm         (e) y=373mm          (f) y=523mm 

 

그림 3.110 각 수직방향 지 에서의 난류 단응력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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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통 성능분석 산체제 개선

계통 성능분석 산체제를 개선하기 하여 수행된  계통 성능분석 

산코드의 기능 확장, SWR가능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SG 설계인 

DTBGSG 성능 분석 산코드 체제 개발, 자펌  자기장 특성 해석 

코드 개발  3단계에서 새롭개 도입되 발 소 용량 제약없이 완  피동

잔열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잔열제거 계통인 PDRC의 성능해석 코

드 개발의 연구 결과를 설명한다.

  가. 계통 성능분석 산코드

계통 성능분석 산코드의 기능 확장은 격한 과도기 성능 분석시 계

통온도가 노심출력 변화에 미치는 향을 반 하는 기능의 개발, 역류유동 

해석 기능 그리고 발 소 기동운   정지 운 시 수행하게 되는 SG 재

순환 운  모드 분석 기능을 계통 분석 코드인 LSYS에 도입하는 연구로

서 이들의 수행 내용을 설명한다.  

  1) 계통온도가 노심출력에 미치는 향 분석 기능 개발

계통이 과도기를 겪을 경우 계통온도가 변하고 이는 노심 출력에 향

을 주게 되며 격한 노심계통온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의 향을 계

통설계에 반 하기 하여는 이러한 온도가 노심출력에 미치는 향을 고

려하는 기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능 개발 목 에 한 모형

을 설정하고 이를 LSYS에 설치하여 계획된 분석기능 개발을 완료하 다.  

계통설계를 한 과도기 분석코드인 LSYS에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재 안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SSC-K의 해당 subroutine을 

따와서 LSYS에 설치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SSC-K의 구조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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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된 routine들에 사용되는 인자의 정의  상 성 그리고 routine 

상호간의 연계성을 악하여 이들 routine과 이들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로그램을 작성하여 온도변화로부터 반응도변화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한 단독 인 로그램 ReactFeedL을 편집.작성하 다.

작성된 단독 로그램에 한 작동성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원래 기능

로 계산이 이루어져 이들 로그램의 입력  상호연계가 제 로 처리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3.111은 이러한 조사과정 에서 시산된 결과의 

한 로서 온도가 50℃ 상승했을 때의 계산 값으로서 온도변화로 인한 Doppler 

반응도(R_Dopp)와 기포반응도(R_Void) 값 그리고 핵연료 집합체의 축방향

(R_FuelAx)과 반경방향(R_FuelRad) 팽창효과에 의한 반응도의 변화이다.

ReactFeedL로부터 계산되는 반응도로부터 출력을 계산은 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 방법은 반응도 계산에서와 같이 SSC-K의 

rountine을 따와서 활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LSYS에 기 설치되어 있

는 노심 Kinetics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다. 재 LSYS에는 point kinetics 식

의 첫 항만을 이용하는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SSC-K의 방법

은 Kaganove Kinectics 모형이 사용되고 있어 계산결과의 정확성은 더 크지

만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어 실제 계산과정에서의 소요시

간  산해석  안정성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LSYS 방법인 

Kinetics 모형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하 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계

통온도가 노심출력에 미치는 향 분석 기능개발을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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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온도변화에 따라 시산된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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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류유동 해석 기능 도입

KALIMER와 같이 원자로 내부에 용기와 reactor baffle 사이의 환형

공간이 존재하고 이 환형공간이 사고시 잔열제거를 한 유로로 사용되는 

구조에서는 PVCS 작동 과도기시 환형공간과 IHX 유로의 병렬유로가 고

온조와 온조의 소듐간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 이 병렬유로  한 회로에 

역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계통의 특성 악과 이를 바탕으

로 한 만족스러운 계통설계를 수행하기 하여는 계통 과도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 환형유로에서의 역류해석 기능의 도입이 계통 과도 분

석 코드에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계통과도해석 코드인 LSYS에 

환형유로의 역류해석 기능을 도입하 으며 한 펌  정지시 작동되는 

성보완 장치 모형을 도입하여 PVCS 작동과도기 즉, 환형유로에서의 역류 

발생가능 과도기시 그 해석 결과가 실성을 지니도록 하 다.

◦ 성보완 장치모형 도입

 PHTS의 성보완 장치의 묘사는 계통의 유동 항, 자기 펌   

성보완장치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산된 PHTS펌 의 과도head 

곡선을 다항식으로 표시하여 이를 LSYS의 유량계산시 고려되는 pump 

head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모형의 도입을 통하여 다음 

그림 3.112에 보인바와 같은 펌  정지시 성보완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지도록 하 다. 이러한 모형의 도입으로 다음에 설명되는 

PVCS 작동과도기에 진입하기 하여는 꼭 지나야할 사고 기의 거동을 

실제 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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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형유로와 IHX유로에서의 역류유동 해석기능 도입

  원자로 내 환형유로와 IHX유로의 병렬 유로에서 역류 해석 기능은 

병렬 유로에 한 일반 인 유동식을 개발하여 이를 이들 유로에 용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 병렬유로에서의 해석은 일반 인 병

렬유로에 비하여, 환형유로의 액 가 변동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복잡성

을 지니게 된다.

- 환형유로의 자연 류 head를 결정짓는 주요 인자 의 하나인 액 가 

반 편 유로인 IHX 유로의 유량의 함수가 됨

- 환형유로의 자연 류 head를 결정짓는 주요 인자 의 하나인 도가 

이 공간에 유입되는 는 이 공간으로부터 유출되는 유량의 함수가 

되며, 이 지역은 한 원자로 용기를 통한 PVCS 측  baffle을 통한 

고온조의 소듐과 벽면 도에 의한 반경방향 energy 달이 있음 

- 액 변동에 따라 환형공간 온도계산 cell 체 의 변화  소멸과 재생

이 이루어짐

- 환형유로로 유입되는 mass 양을 계산이 필요한데 이 mass량을 결정

짓는 유량의 방향에 일정성이 없음. 즉 때로는 환형유로 상단에서 질

량이 유입되기도 하고 는 환형유로 하단에서 질량이 유입 는 유

출이 이루어짐

- 환형유로의 격한 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도 변화 역시 

격히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량이 때로는 이 지역의 loop 유동에 의한  유량보다 더 커져 계산 

cell내에 mass 유입만 존재하게 된다든지 는 유출만 존재하게 됨으

로 이에 따른 energy 계산에서의 별도 처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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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LSYS를 이용한 PVCS 작동과도기시 

액 변화  IHX 유로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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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렬 유로에 한 에 기술한 특성을 고려하는 조치를 각각 수행

하면서 병렬유로에 한 유동식을 LSYS2에 용하여 계통 과도기 분석 

코드인 LSYS2가 환형공간과 IHX유로의 병렬유로에서의 역류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 으며(구체 인 내용은 [심윤섭, 2002]에 기술되어 있음) 

의 그림이 개발된 역류 해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의 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PVCS가 작동하는 여건인 고온조 액 (ZNaHPU)가 baffle 

높이(-2.85m)보다 높은 구간에서 IHX 유로에 역류가 발생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해석결과는 앞의 “3. 다”항에서 설명한 해석 인 분석 결과

와도 일치하는 성격의 결과이기도 하기에 개발된 모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LSYS 코드 재순환 운 모드 분석 기능 도입

발 소의 출력 운 시 SGS는 재순환 운 을 하게 되며 액체 속로

의 재순환 운 방법은 경수로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의 운 모드로서 재

까지 이 재순환 운 에 해서는 그 특성이 구체 으로 악되어 있지 않

다. 이에 따라 재순환 운  자체  재순환 운 시의 재순환 계통의 기본

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SGS 재순환 운 모드 해석 모듈을 개발하

다. 개발된 해석모듈을 계통 과도해석 코드인 LSYS에 설치하여 분석 

기능 도입을 완료하 다. 

재순환 운 은 증기발생기 출력이 낮아 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되는 증기

가 터빈에 공 되기에는 부 한 상태일 때 이루어지는 운 으로서 이 

운 에 련되는 계통의 구성은 다음 그림 3.113과 같이 증기발생기, SG

보조수 탱크, 재순환 펌 , 수계통 그리고 이를 운 하는 운  논리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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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SG 재순환 운  특성 해석 체제의 상 계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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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재순환계통의 요소 모형  논리를 증기발생기 모듈과 결

합시켜 재순환계통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산코드를 개발하 다. 이 

코드에 들어가는 증기발생기 모듈은 기존의 산해석모형에 필연 으로 

발생하게 되는 truncation error를 이론 인 해를 이용함으로써 제거한 새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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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인하 으며 재순환 모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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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지는데 최종 반복해에서 이들 내부반복계산의 횟수가 1회에 끝나고 

있어 반복계산의 수렴성 확인됨

◦반복계산 과정에서의 계산과정의 비 정상성 여부 : 반복계산과정 

의 계산결과에서 로 보여진 아래 그림 3.114에서와 같이 돌출되거

나 비 정상 인 계산 결과의 발생등이 없이 체 으로 매끄러운 반

복계산 결과 음.이 그림은 임의로 주어진 기조건으로부터 정상상

태 해를 찾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한 SGAWT 액  거동 결과로부터 SGAWT 액  제어 논리가 

히 설정 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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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도  SG 출구 증기질

       

  나) SG보조수조의 액   수량 제어

    그림 3.114  25% 출력 조건에서의 정상상태 도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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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산코드

  1)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 발생기 설계 산코드 개발

일체형 증기발생기 설계개념은 고비용의 IHTS를 제거함과 동시에  

소듐-물 반응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어 액체 속로의 경제성 

 안 성 향상에 매우 유망한 설계 개념이다. 이 개념의 구 성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 일체화 증기발생기 특성분석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산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근방

법을 이용한 상호비교를 통해 신뢰성 있는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

생기 설계 산코드를 개발하 다[김의 , 2003].

 두 가지 근 방법을 사용하여 산체제를 확보하 다. 즉 해석 인 

방법을 이용한 개략 인 방법과 산해석기법을 이용한 상세해석 방법이

다. 개략 인 방법은 Visual Basic을 이용한 Excel에서 구동되는 체제로서 

다양한 경우의 설계인자 변경에 한 효과를 즉각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이 방법은 주로 범 한 범 의 설계인자의 변화시 그 향 평

가  설계 최 화 등에 효율 인 방법이 된다. 이에 비해 상세해석방법은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개략 인 방법에 의한 결과의 확

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상세 인 열특성을 악하는 데에 효과 인 

방법이 된다. 기술 으로는 개략 인 방법은 이상유동이 발생하는 물/증기

측을 모형계수를 도입하여 단상으로 모형화하고,  물성치를 일정하다고 

모형화한 가운데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유체 간의 온도분포에 한 해석

인 해를 이용한다. 반면 상세해석 방법은 산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증

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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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

여 상변화에 따른 열을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물성치의 온도변화 효

과를 함께 고려한다. 이 두 방법의 구체 인 해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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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략  방법

 집 형과 분리형은 열과정이 상호 다르기에 그 해석해 역시 달리 

취 된다. 집 형에서는 고온유체, 간유체, 온유체사이에 열이 동시

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매질간에는 경계조건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분리형에서는 고온유체- 간유체사이의 열교환, 간유체- 온유체사이의 

열교환지역이 순차 으로 연결되어있고, 열교환형태는 역방향방식이다. 아

래 그림 3.115, 그림 3.116에는 단상유동 해석모형의 결과와 이상유동 해석

모형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② 상세해석 방법

 열교환기내의 동일 열  다발의 열  각각의 열특성은 동일하

다. 열유동해석은 1차원으로 하고, 물/증기측의 이상유동은 균질유동

(homogeneous flow)모델을 용하 다. 열교환기를 모의하기 한 튜 측

과 쉘측의 질량, 운동량, 에 지 보존방정식을 구성하여 해석하 고, 이때 

열 달 개략도는 그림 3.117  그림 3.118에 나타난 것과 같다.

제어체 의 튜  벽면을 통한 열 달은      이며, 제어체

의 계산모델에서 열 달율은 쉘측, 튜 벽, 튜 측, fouling 지역 등을 

연결하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일체형 열교환기는 류형 증기발생기이기 때문에 물/증기측은 열

달이 이루어지면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여러 종류의 열 달양식을 보이는

데 이를 단순화하여 네 역, 즉, 과냉 역, 포화 역, 막비등(film boiling)

역, 과열 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역과 련되어 실험과 비교하여 개

발된 여러 연구자의 압력손실  열 달 상 식을 용한다.

 열교환기 성능분석계산은 주어진 열면 에서 고온측에서 온측으

로 어느 정도의 열이 이루어지는가를 반복계산을 통해 얻게 된다. 단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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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온도

로 가정하는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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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수지역 집 형 일체형 열교환기의 성능분석 계산은 안쪽지역과 바깥

쪽지역에 성능분석계산으로 이루어지며, 안쪽지역의 간유체측 입구온도

를 가정하고 출구온도를 계산한 뒤, 이 온도를 바깥쪽지역의 간유체측 

입구온도로 용하고 출구온도를 계산한 뒤 앞서의 가정값과 비교하고 수

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한다.

동일한 작동조건를 앞에서 설명한 두 해석방법으로 해석한 결과는 표 

3.23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 표의 결과에서 보면 양자간의 계산 차이가 매

우 작다. 이로부터 근 방법을 달리 한 두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교차 확

인할 수 있으며, 한 이로부터 각 방법 모두 다 개발시 각각 계획되었던 

목 에 신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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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단상유동 해석 모형

그림 3.116 이상유동 해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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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복수 집 형 열 달 해석모형

그림 3.118 분리형 열 달 해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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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집 형

( 간유체 상향시)

단일집 형

( 간유체 하향시)

복수

집 형

반경

분리형

개략  

해석방법
 200.0 - 200.1 200.4

상세 

해석방법
199.2 195.1 196.9

* 195.9

표 3.23 동일조건에 한 해석방법별 계산된 열량 (단  : MWt)

* 주 : 이 표의 상세해석방법을 이용한 계산에서 복수집 형 경우 안쪽지역과 바깥 지역

간의 온 유체( 수/수증기)의 도 차이가 다시 유량에 향을 주는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음. 

  2) IHTS/SG 일체화 개념 해석의 수치  기법과 해석  기법간의 상호 

비교  평가  검증체재 확립

실험 결과가 생산되기 의 실험결과를 이용한 IHTS/SG 일체화 개념 

해석 산코드 검증  보완의 비작업으로서, 검증 상이 되는 해석  

기법과 수치  기법에 한 분석 체재 상호간의 일치성을 다양한 계산조

건에서 비교, 평가하 고, 해석  기법과 수치  기법이 여러 가지 조건에

서 체 열량을 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 다.

 3종 유체간 열량에 해서 용된 해석 인 계산기법에서는 수행된 

설계에 따른 열량 분석에서, 수측인 온 내에서의 상변화에 따른 물성

치 변화를 온 내의 표치를 사용함으로써 단상모형으로 이상 유동 열

효과를 묘사하며, 사용되는 작동 유체의 물성치가  지역에서 균일하다고 

간주하 다. 그리고, 고온유체와 간유체, 간유체와 온유체간의 두 계산

지역의 연결에서 반복법을 사용하여 해를 구하 다[심윤섭 외, 2003].

 이에 비해 수치  기법을 로그램화한 ISGA는 주어진 열  다발 

설계 조건에서의 열량  압력손실량을 상변화를 1차원 2상유동 열 달 

모델을 이용하여 묘사하고, 각 매질의 물성치를 부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

산함으로 분석을 수행한다[김의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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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3.24와 같이, 직  복수지역형과 상하분리형의 2가지 IHTS/ 

SG 일체형 개념과 6가지 열량에 해 설계된 조건[심윤섭 외, 2004]에 

한 해석  방법의 열성능 분석 결과를 확인계산하기 에 먼  동일

설계 조건  해석  분석모형과 동일한 분석모형, 즉 수측 열 내의 

상변화효과를 표치로 묘사하고, 류열 달 계수 계산에 Dittus-Boelter

모델을 사용하며, 같은 매질의 모든 열 에서 유속이 일정한 모형을 사

용하여 수치  기법으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3.24에 보면 집  복수지역형 3가지 설계 조건과 상하분리형 3가지 

설계조건에 해 계산결과, 체 열량에서 최  0.4%의 오차를 보여주

고 있는데, 이로서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한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두 분석 방법간의 분석성능의 기본 인 일치성을 확인한 다

음, 동일한 설계 조건에 하여 수치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되, 

분석모형은 앞의 기본 인 일치성 확인 작업과는 달리 설계조건에서의 

열에 련되는 유체  상이 충실하게 묘사되도록 하 다. 즉, 수 열

에서의 상변화와 이에 따른 물성치 변화를 고려하고, 상 종류에 따른 

한 모형을 용하여 류 열 달 계수를 계산하고, 집  복수지역형 경

우 지역별 압력 손실 차이에 따른 유량에의 향을 고려한 지역별 열

내의 유량을 계산하여 체 열량을 분석하 다. 이 결과 두 기법 간의 

상호 차이는 표 3.2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  4.50%로 기법상의 

차이를 고려하면, 두 가지 제시된 해석  기법과 수치  기법이 각기 설계

와 성능분석의 목 을 수행하는 데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향후 실험결과가 생산되면, 비교, 검토된 두 가지 기법의 모형 

정 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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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복수형

(경우 1)

집 복수형

(경우 2)

집 복수형

(경우 3)

상하분리형 

(경우 4)

상하분리형 

(경우 5)

상하분리형 

(경우 6)

해석  방법의 

열량 [MWt]
200.107 802.099 1,065.159 200.468 401.570 801.111

수치  방법의 

열량 (해석  

방법과 같은 

조건)[MWt]

200.011

(0.05 %)

805.046

(0.47 %)

1,066.412

(0.03 %)

200.471

(0.002 %)

401.576

(0.002 %)

801.125

(0.002 %)

수치  방법의 

열량 [MWt]

193.444

(3.3 %)

766.037

(4.5 %)

1,086.285

(1.8 %)

200.450

(0.01 %)

408.280

(1.7 %)

811.494

(1.3 %)

표 3.24 해석  기법과 수치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열량의 비교

다. 자펌  자기장  유동해석 산코드

자펌 의 자기장을 해석할 수 있는 특성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 유동장 해석 코드인 CFX-4.4의 사용자 서 루틴으로 작성하여 자

펌  맥동 상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체제를 개발하 다. 그리고 러시아

에서 개발된 검증용 소용량 자펌 의 맥동 상을 개발된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체제의 성을 입증하 다. 한 맥동 상의 분석을 

하여, 다양한 유동 모델을 비교한 결과 표 형 k-ε 난류 모델이 가장 

함을 확인하 다. 추후 3차원 확장을 통하여 해석 모델의 성을 다시 

확인하고 용량 자펌 를 설계하는 입력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1) 자펌  자기장 특성 해석코드 개발

자펌 내의 유동장  발달 압력을 해석하기 하여 먼  자펌 내

의 자기장 특성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펌  내의 자기장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은 맥스웰(Maxwell) 방정식의 조합을 통하여 아

래와 표 된다. [Kraus, 1984][김 덕, 1986].

  ∇×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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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로 정의되는 자기벡터 퍼텐셜이다. 그리고 J는 

다시 J= J 0+ J e로 주어지는 체 류 항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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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이 존재한다. 자기장의 시간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유도 류 항은 



로 결정되며 한 액체 속의 흐름에 의한 기장은 E=-u×B 의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 유도되는 류는    이므로, 유도형 

자펌  내부의 유도 류는 Je=-σ [ ∂A
∂t

-u×(∇×A)]로 계산 된다.[김성재, 

1996][임 우, 1996][Wang, 2001] 최종 으로 유동의 흐름이 포함된 자

기장에 련된 계식들을 정리하면, 액체 속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도

형 자펌 에 한 자기장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식으

로 표 된다.

∇×


∇×








×∇×




  3.29)

여기서 는 도율(conductivity) 그리고 는 투자율(permeability)로 

정의되는 물질 고유의 물리  비례상수이다. 그리고 자기장과 액체 속에 

유도되는 유도 류와 인가되는 자기장 사이에 발생하여 액체 속의 구동

력으로 주어지는 로 츠의 힘( F)은 내부 원이 없는 경우에 F= Je×B로 

정의된다.[김희령, 1998] 로 츠 힘이 유동장의 운동량 방정식에 한 외

부 입력 항으로 주어지고 유동장 계산에 의한 속도 분포 u가 자기장 

해석의 입력 항으로 주어지므로,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결합되어 유도형 

자 펌  내부의 자기장  유동장을 해석  그에 따른 자 펌 의 맥

동 상을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자펌  내부의 역에 따라 유도 

류 항이 다르게 표 된다. 를 들면 소듐 역에서는 모든 유도 류 항

이 존재하게 되나, 다른 역에서는 유체의 흐름이 없는 고정체이므로 유

동 속도 에 의한 유도 류 항은 수식에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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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한체 법에 근거한 수치 해석 기법으로 해석하여 유동이 있는 

자펌  내부의 다차원 시변 자기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벡터 퍼

텐셜 정의 (∇×)를 이용하여 자펌  내부의 자기장을 계산하 다.

에서 유도된 지배방정식을 자펌 를 표 하기 한 (r,θ,z) 좌

표계를 도입하여 수치해석 체제를 개발하 다. 자기 벡터 퍼텐셜 A와 속

도 u 를 각 방향을 나타내는 (Ar,Aθ,Az)와 (ur,uθ,uz) 벡터로 표 하고, 

입력 류 J도 각 방향별 J o(J or , J oθ, J oz) 벡터로 표 한 후 유한체 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방정식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자기장 해석 체계를 개

발하 다. 재는 축 칭 2차원 모델을 가정하고 있으며, 입력 류도 각

() 방향만 고려하여 수치 해석 방정식을 설정하 다.

개발된 자기장 특성 해석 코드를 검증하기 하여 자기장 해석 코

드로 리 사용되고 있는 Quick Field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quick 

field, 1999] 자기장의 검증 계산을 해 유동장의 계산으로부터 주어지

는 액체 속의 속도 u는 모두 상수값 0(zero)으로 처리하고, 자펌 의 

형상을 가진 자기장 해석 모형을 가정하여, 두 코드간의 자기장의 해

석 결과를 비교하 다. 

상용 코드(quick field)와 개발된 해석 코드의 비교 결과는 그림 3.119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상에서 색깔은 자기장의 도를 보여주고 있고 스트림 

라인이 자기장 벡터 성분을 의미한다. 붉게 보이는 부분이 높은 자기장 값

을, 푸르게 보이는 부분이 낮은 자기장 값을 가지고 있다. 상세한 비교 검증

을 하여 z 방향으로 심  (z=32.5cm)에서 반경 방향으로, 반경 방향의 

자기 럭스(Br)와 길이방향의 자기 럭스(Bz) 값을 검증하 다. 그림 3.120

은 Br 값에서 약간의 오차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 값이 매우 은 역

으로 유한요소법에 근거한 상용 코드와 유한체 법에 의한 자기장 코드의 

노드를 완 히 일치시키지 못하여 기인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각 방향  합

성 자기력의 체 인 경향  해석 결과는 모든 경우에 해 평균 으로 

1～2 %, 최  7 %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자기장 해

석 코드는 자펌 내의 자기장을 히 모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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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ick field 해석 결과

  

(b) 개발 코드 해석 결과

그림 3.119 시험자료 0의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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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z 분포

(b) Br 분포

그림 3.120 심 에서의 반경방향 Br, Bz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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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펌  맥동 상 분석 해석체제 개발

개발된 자기장 특성 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액체 속이 흐르는 자

펌 내의 유동장과 자기장을 해석하여 자펌  맥동 상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 체제를 개발하 다. 이를 하여 기 개발된 자기장 해석 체제

와 그에 따른 로 츠 힘을 계산하는 논리 그리고 이를 다시 유동의 체

력(body force)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유동장을 계산할 수 있는 MHD 

(magneto-hydro-dynamics) 해석 체제가 요구된다[Araseki et al, 2000; 

Baker. and Tessier, 1987]. 지배방정식은 의 에 나타난 바와 같고, 일

반 인 유동 모델로, 압력방정식과 로 츠 힘을 포함한 Navier-Stokes 방

정식이 추가로 요구된다.

MHD 해석을 하여 일반 인 열유동을 히 모사하는 것으로 입증

된 상용 산 열유체 코드인 CFX-4.4 코드를 기본 인 유동 해석 체계로 

활용하고, 자펌  내에서 발생하는 로 츠 힘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자 

서 루틴을 개발하여 두 해석 체제를 결합함으로써, 자펌  맥동 상을 

분석할 수 있는 MHD 해석 체제를 개발하 다. 

CFX-4.4는 일반 인 직교 격자 구조를 가지며, 한 자체 인 유동장 

 열 해석 체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문제에 한 경계조건, 

기 입력 조건 그리고 유동에 가해지는 체 력을 제공되는 사용자 서

루틴(subroutine usrbf)을 통하여 해석의 사용자 입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외부에서 체 력을 인가할 수 있는 사용자 서 루틴에 시간 변화와 유

동에 따른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 자기장 특성 해석 코드를 추가하

고, 자기장 계산은 CFX-4.4의 유동장 계산과 독립 으로 수행한다. 그

리고 유동장의 속도 분포 벡터 (r 방향과 z 방향)를 자기장의 입력 변

수로 달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변화에 의한 자기장 변화와 유동 속도

에 의한 자기장 변화를 계산하고, 다시 로 츠 힘을 계산하여 유동장의 

체 력으로 인가하는 MHD 서 루틴을 개발하 다. 매 시간 간격마다 M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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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루틴을 반복 계산하여, 재의 시간과 유동 흐름에 의한 자기장 변화

와 로 츠 힘을 계산하여 유동장에 인가하여 유도형 자펌 내의 유동 

흐름과 자기장 변화에 의한 맥동 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기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자기장 특성 해석코드를 유동에 가

해지는 체 력 서 루틴에 첨부하여, 그 사이에 로 츠 힘을 계산하고 이

를 유동의 체 력으로 인가할 수 있는 사용자 MHD 서 루틴을 개발하

다. 개발된 루틴은 아래 그림 3.121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장이 인가되기 이  유동의 정상상태 

흐름을 계산하고, 자펌 에 류가 흘러 자펌  내에 자기장이 인가

되는 시 에서의 유동 속도와 시간을 입력으로 하여 MHD 서 루틴을 기

동한다. MHD 서 루틴 내부에서 내부 인 반복 계산(inner iteration)에 

의해 CFX-4.4의 유동장 계산과는 독립 으로 자펌  내부의 자기장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에 의해 구해지는 소듐 역의 자기장 분포와 

유도 류의 벡터 곱을 통하여 소듐 역 각 지 의 로 츠 힘을 계산한

다. 계산된 로 츠 힘을 유동장에 체 력으로 인가할 수 있게, usrbf 사용

자 루틴의 체 력 인가 루틴을 이용한다. 그러면, 소듐 유동 역내의 체

력이 계산되므로, 로 츠 힘에 의한 유동 흐름을 CFX-4.4 내에서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시간 단계에 종료되면, 새로이 계산된 유동 

속도와 그 시간을 다시 MHD 서 루틴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의 

계산 과정을 반복 으로 계산하여 자 펌 내의 유동 흐름과 자 펌

에 의한 발달 압력을 매 시간  별로 반복 계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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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개발된 MHD 사용자 서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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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액체 속로에서는 용량의 설계가 가능한, 그림 3.122 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실린더 형태의 선형 유도 자펌 를 도입하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펌  내부의 액체 속은 좁은 (annular channel) 

형태를 통하여 흐르게 되고, 내외부의 코어(core)와 삼상(three phase) 코

일(coil) 등을 통하여 기력  자기장 분포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를 해

석하기 한 해석 역은 유동 역과 자기장 역으로 분할된다. 유동

을 해석하기 하여, CFX-4.4에서는 유동 역만이 해석 공간으로 존재하

게 되고, MHD 사용자 서 루틴은 자펌 의 외부 코어를 모두 포함하는 

자펌 의 체 구조를 해석하게 된다. 각 해석 시간 단계에 따라서 내부 

유동장의 속도 분포를 CFX-4.4로부터 계산하고, 속도 분포를 이용한 유도 

류  자기장의 시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류와 외부 입력 

류를 그림 3.1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MHD 서 루틴에서 계산하고, 계

산 시간 종료 때까지 속도장과 그에 따른 로 츠 힘을 주고받아 자펌  

내부의 맥동 상을 해석한다.

따라서 자펌  내에서 자기장의 변화와 유동 흐름에 따른 맥동

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다음 에서 개발된 해석 체제의 성을 실험 

자료와 비교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 다. 

  3) 자기장 유발유동 다차원 상세해석체제 개발

가) 다차원 해석체제 설정  평가

개발된 MHD 해석 체제를 검증하기 하여 러시아에서 액체 속로에

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된 소용량의 원형(prototype) 자펌 를 해석

하 다. 해석 상으로 삼은 자펌 는 CLIP(cylindrical linear induction 

pump)-150으로 약칭하며, 300℃ 고온 소듐을 상으로 0.2 - 0.4 MPa 정

도의 펌핑력을 가지는 자펌 이다. CLIP-150의 크기는 0.9m (길이)x 

0.17 m(높이)이고, 입력 원의 상(phase)은 3, 슬롯의 개수는 36, 그리고 

액체 속이 흐르는 유로의 두께는 12 mm인 소용량 실험용 자펌 이

다 [Kirillov. and Ogorodnikov,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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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D 서 루틴의 입력을 생산하고, 그에 해당하는 유동장의 입력 조

건을 생산한 다음에 몇 가지 유량  류 입력 조건에 따라 CLIP-150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표 3.25와 그림 3.12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슬립(slip)

은 자기장의 이동속도와 유동장의 이동 속도에 한 상 인 비를 의

미하며, 자펌 의 효율  안정성 에서 0.2~0.4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함이 알려져 있다. 

슬립은   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은 자기장의 이동 

속도, 는 유동장의 이동 속도를 의미한다. CLIP-150은 6개의 극을 가지

고 있으며, 체 길이는 0.9 m 이므로 극 사이의 간격은 0.15 m( =0.9 

m/6 poles), 그리고 입력 주 수는 50 Hz 이므로  은 (주 수)x(극 사

이의 간격)의 두 배수로 15 m/sec가 된다. 따라서 슬립이 0.2 인 경우에 

유속은 12 m/sec 가 되고, 슬립은 0.32 인 경우는 소듐 유속이 10.2 m/sec 

가 된다.

해석된 결과는 살펴보면 출구의 발달 압력과 그에 따른 맥동 상 (입

력 주 수의 두 배수 주 수를 가지는 압력의 변동)이 실험 조건과 잘 일

치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실험값보다 해석 값이 조  크게 나타나나, 

표 3.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잡한 형상을 단순화한 해석 모델과 실험값

의 차이 (펌  내부 압력 손실)를 고려할 때 그 해석 값은 한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개발된 MHD 사용자 서 루틴과 CFX-4.4를 결합한 자기장 

유발 유동 다차원 상세해석 체제는 용량의 실제 인 펌  설계  해석

에 용이 가능함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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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선형 유도 자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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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료 1 2 3

유량

(m3/min)
2.95 2.70 2.52

유속

(m/sec)
12.0 10.95 10.2

입력 류

(A)
160.0 164.0 172.5

실험
)(MPap∆ 0.269 0.320 0.359

실험
)(MPap∆ 0.229 0.395 0.422

슬립(slip) 0.2 0.27 0.32

펌  내부

압력손실
- 0.061 -

표 3.25 실험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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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슬립=0.20

(b) 슬립=0.27

(c) 슬립=0.32

그림 3.123 수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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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장 유발 유동 안정성 분석 난류모델 비교평가  설정

자펌  내의 자기장 유발유동은 실제 유동 조건이 난류임에도 불

구하고(Re ~104), 강한 로 츠 힘에 의해 난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and Choi, 2001; Smolenstsev, et al, 2002; 

Zikanov and Thess, 2004] 이에 따라 자펌 내의 자기장 유발 유동을 

히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난류  층류 모델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난류 모델  층류 모델은 CFX-4.4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MHD 

서 루틴의 변경 없이 CFX-4.4에서 수행하는 액체 속의 유동장 해석의 

유동 모델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유동 모델에 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비교 평가를 한 난류 모델로는 리 사용되고 있는 표

형 k-ε 모델, RNG k-ε 모델, 그리고 Reynolds stress model (RSM 모

델), 한 층류 (laminar) 모델에 한 해석을 슬립이 0.32인 경우에 하

여 수행하고 그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표 3.26에 평균발달압력, 압력 변

동폭 그리고 평균발달압력 비 압력 변동 비에 한 비율이 나타나 있

고, 그림 3.124에 각 모델별로 시간에 따른 압력 변동이 나타나 있다. 비교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형 k-ε 모델이 가장 하게 자펌 내의 

유동 해석을 수행함이 밝 졌으며, 한 난류 효과의 감소로 인하여 층류 

모델도 충분한 해석 정확도 (5% 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있음이 밝 졌다. 

따라서 계산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층류 모델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하 고,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표 형 k-ε 모델을 사용함이 

가장 함을 입증하 다. 

유동 모델
평균 발달 압력

(MPa)

압력 변동 폭

(MPa)

비율

(압력변동/평균압력)

표 형 k-ε 모델 0.422 0.041 9.9%

RNG k-ε 모델 0.419 0.042 10.0%

RSM 모델 0.430 0.041 9.5%

층류 모델 0.408 0.049 12%

표 3.26 다양한 유동 모델의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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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표 형 k-ε 모델             (b) RNG k-ε 모델

      (c) Reynolds stress 모델           (d) 층류(laminar) 모델

그림 3.124 다양한 유동 모델에 한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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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동잔열제거계통(PDRC) 설계  성능해석 산코드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  해석을 하여 정상상태 계통 

설계 의 요구 제열용량을 만족시키는 계통 설계인자 설정 방법론의 산

화 작업을 수행하여 계통 설계  해석을 한 기본 산해석 체제를 구

축하 으며, 계통 과도기 설계특성 분석을 한 비 과도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1차 인 과도특성 분석을 완료하 다.

  1) 계통 기본 설계인자 상 계 설정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인자간 기본 상 계는 그림 

3.125와 같이 고온 풀에서 공기로 달되는 3개의 별도 제열 회로에 하

여 설정할 수 있다. 즉, PDRC 열 계통은 PHTS 내부의 1차 소듐 순환 

루 측과 제열용 소듐루 측이 소듐-소듐 열교환기(DHX)를 경계로 배치

되어 있으며, 제열용 소듐루  측과 공기측은 소듐-공기 열교환기(AHX)

를 경계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열회로는 고온 풀 소듐 온도와 공기 입구 온도를 기

본 경계조건으로 하여 설계 인자 변화에 의해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으

며, 각 열 회로의 온도 분포를 토 로 체 PDRC 계통의 온도 분포를 

개념 으로 도시하면 그림 3.1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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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KALIMER-600 PDRC 열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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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ideCold side

PHTS

Loop

Air-side

TPH (BC)

Tair,in (BC)

TLH

TAH

TPC

TLC

그림 3.126 KALIMER-600 PDRC 온도분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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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은 경계조건으로 주어진 공기측 입구온도(40 oC)와 PHTS 고

온 풀 소듐 온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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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듐

은 공기측 출구 온도에 향을 미치게 되면서, 3개의 열 회로가 결국은 일

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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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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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PDRC 

계통의 기본 성능 요건 설정을 해서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정상

상태 계통 열 상 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 ),,,( LCLHPCPHLMTDDHX
rej
DHX TTTTTUAQ ∆⋅=    3.30)

{ } ),,,( ACAHLCLHLMTDAHX
rej
AHX TTTTTUAQ ∆⋅= 3.31)

)()( PCPHPPP
rej
DHX TTTcmQ −⋅⋅= & 3.32)

)()( LCLHLPL
rej
Loop TTTcmQ −⋅⋅= & 3.33)

)()( ACAHaPa
rej
AHX TTTcmQ −⋅⋅= & 3.34)

식 3.30)～식 3.34)에서 하첨자 P, L  A는 각각 소듐 풀, 제열용 소

듐 루   공기측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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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진다. 한편, 식 3.30)～식 3.34)에 제시된 열량들은 PDRC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정상상태 조건에 의해 다음 계를 만족한다.

PDRC
rej
Loop

rej
AHX

rej
DHX QQQQ ≡==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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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C 계통의 열량 상 계와 함께 계통 설계인자 결정에 지배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각 열 회로에서의 계통 유량조건은 계

통 설계와 련하여 기하 형태, 기기간의 수두차, 기기 배치 등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 유동 항(flow resistance) 는 압력손실(pressure drop)

에 의해 결정되므로, KALIMER-600 PDRC의 기기 배치  략 인 계

통 기하형태를 그림 3.127과 같이 설정하여 PDRC 설계 에서의 정상상태 

계통 설계인자 도출을 한 상 계를 설정하 다. 

그림 3.127은 KALIMER-600 PDRC의 략 인 열회로 배치개념을 

계통 수두차 계산을 한 기기의 수직 높이 표식(Z)과 함께 도시한 그림

으로, 붕괴열 발생에 의해 원자로심으로부터 가열된 소듐이 소듐-소듐 열

교환기(DHX)를 거치면서 냉각되어 온 풀 역으로 순환하는 자연순환 

폐유로(A)와 제열용 소듐루 를 이용하여 DHX 열 측으로부터 유입된 

열을 루  상단의 공기 열교환기(AHX)로 달하고 AHX로부터 냉각된 

소듐이 다시 DHX로 유입되는 자연순환 폐유로(B), 그리고 공기 열교환기

(AHX) shell측에서 열을 제거하는 공기측 개방유로(C)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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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KALIMER-600 PDRC 계통 수직배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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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 세 개 유로에서의 소듐  공기의 구동력은 모두 도 차에 의한 

자연순환이며, 따라서 기기 배치와 련된 수두차와 계통의 유동 항(C)이 

자연순환 유량 형성  이에 기인하는 계통의 반 인 온도 배치에 가장 

지배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바, 상기 세 유로에 하여 식 

3.36)～식 3.38)와 같은 유동 상 계를 추가 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TPDDCCPCPHP

P ZZZZTTHmC β−+−+∆=⋅ &    3.36)

),,,,,,(2
TLAADDLCLHL

L ZZZZTTHmC β−+−+∆=⋅ &    3.37)

),,,,,,(2
TAchmchmAAACAHa

A ZZZZTTHmC β−+−+∆=⋅ & 3.38)

식에서, C는 소듐  공기의 유동 항으로 단 는 [Pa-sec2/kg2]이며, 

상첨자 P, L, A를 사용하여 각각의 열회로를 나타내었다. 한, H∆ 는 

자연순환 유량 형성에 향을 미치는 기기간의 수두차로 온도  높이(Z)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기기를 의미하는 하첨자 C, D, A  

chm은 각각 원자로심, DHX, AHX,  공기 굴뚝을 의미하고 각각의 상/

하단을 상첨자 +와 -를 사용하여 구분하 다. 한, Tβ 는 온도변화에 의

한 물성치 변화항을 개념 으로 표기하기 해 도입한 것으로, 실제 계산

에는 다수의 반복계산(iteration) 과정에서 매질의 온도변화 항을 고려함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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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식 3.34)와 식 3.36) ～ 식 3.38)의 조건식 8개가 활용될 수 있으며, 

이  미지수는 PDRC 계통 온도 에서 경계조건으로 주어지는 고온 풀 

소듐 온도(TPH)와 공기측 입구온도 (TAC)를 제외한 온도변수 4개, DHX와 

AHX에 한 {UA}값 2개, 그리고 각 열회로에서의 유량(m&) 변수 3개의 

총 9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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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기 설계 자료를 통해 참고 자료를 확보하여 식3.39)와 같이 

DHX와 AHX의 열교환기 {UA} 값의 비를 나타내는 자유도, RUA를 도입

하므로써 조건식과 미지수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 으며, 자유도 값은 기 

물리 으로 타당한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반복계산을 통해 차후 설계과

정에서 최 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AHX

DHX
UA UA

UAR
}{
}{

=
3.39)

이와 같은 조건식 9개를 사용하여 PDRC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정상상태 온도, 유량  열교환기 UA 값의 해석해(analytic solution) 계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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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간의 수두차( H∆ )를 계산해야 하며, 결국 이 두 가지 인자가 각 열회로

에서의 자연순환 유동을 결정짓는 지배 인자가 된다.

PDRC의 각 열 유로인 DHX shell측 PHTS 소듐 유로, PDRC 제열

용 소듐 루 , 그리고 AHX shell측 공기 유로에서의 자연순환 유량 계산

을 해서는 PDRC 체 계통의 유동 상 계로부터 계산된 각 유로의 

유동 항(C)를 이용하여 식 3.40)과 같이 계산된다.

  
sec]/[kg

C
Hm G∆

=&
3.40)

식에서, GH∆ 는 각 열유로에서의 자연순환 수두차를 의미하며, 유동

항, C는 [Pa-kg2/sec2]의 단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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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RC 계통 산해석 코드 개발

KALIMER-600 PDRC의 설계인자의 해석해(analytic solution) 계산을 

해서는 앞서 기술한 계통 온도배치 상 계  유동 해석모형, 그리고 

열교환기 특성인자 등을 연립방정식화 해야 하며,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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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여 반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의 수

행을 해 KALIMER-600 PDRC 계통의 소듐과 공기에 한 온도  압

력별 물성치 계산 루틴을 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 로그램화 하 으며, 

비선형 연립방정식에 한 수치해석 방법의 부 로그램과 함께 반복 계산

을 수행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KALIMER-600 PDRC 계통의 설계  해

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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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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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어 있으며, POSPA 코드의 체 인 계산 

흐름도는 그림 3.128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 279 -

Read Basic
Design Data

Determination of
Required Qremove

It # < Max.It ?

START

Input

Yes

No

No

Steady time,
tss = ?

STOP END

PRINT Results
(UA, mf, T, C, etc)

Guess
Initial Conditions

It# = It# + 1

Sodium Property
Calculation (T)

Set up
New QReq ?

PDRC
Geometry Data

PDRC Temperature
Distribution

Flowrate Data
(PHTS, Loop, Air)

Basic Material
Properties

Input
RUA, RN, Rl, Rd

Steady-state Condition
Set upAir Property

Calculation (T,P)

Ref. Plant Data
Input

Core Decay Heat
Calculation

Flow Resistance
Calculation

NC Developing Head
Calculation

KALIMER-600
Core Th. Power

PDRC System Heat
Balance Calculation

ε < εcrit ?

Yes

Yes
No

UADHX, UAAHX, TP, TL,
Ta, mfNa,P&L, mfair

Solving (NxN) Matrix

Get Solution &
Residual Calculation

Residual < ε ?

Return

Yes

It# = It# + 1

No

그림 3.128 POSPA 코드 계산 흐름도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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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는 POSPA 계산 결과에 의해 수렴에 성공한 값을 기 으로 

하여 이 값에 한 각 Iteration 단계별로 계산된 값의 비를 도시한 그림

으로, 그림 3.129(a)와 그림 3.129(b)는 각각 PDRC 계통의 각 부분별 온

도배치  유량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계산 결과의 수렴

성은 불확실성이 상 으로 클 것으로 상되는 기 가정치 설정에도 

불구하고 약 17번의 최  Iteration 횟수에 의해 보수 으로 설정한 수렴

조건( 610−<diffε )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단계에서 개발한 PDRC 설계 (design point)에서의 계

통 설계인자 설정 방법론  이의 산화 작업을 통해 개발된 POSPA 코

드는 PDRC의 계통설계 단계에서의 다양한 설계변화에 능동 으로 처 

가능하며,  과도기 해석기능 개발을 한 기본 산해석 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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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RC 계통 온도변화

(b) PDRC 계통 유량변화

그림 3.129 POSPA 코드 계산 결과 수렴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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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DRC 과도특성 해석 산코드 개발

KALIMER-600 PDRC 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 원자로 풀 소듐  

PDRC 제열루 의 소듐, 그리고 공기 열교환기 shell측의 자연순환 공기 

유동에 의해 계통의 열을 최종 열침원인 기로 방출하게 되므로 앞서 기

술한 정상상태 설계 에서의 계통 기하형태  기기 크기설계 자료를 토

로 하는 과도특성 분석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PDRC 계통의 과도 특

성은 완  피동 개념의 자연순환 유동에 기 하므로 원자로 풀로부터 

기로 이어지는  열 경로에 하여 상호 연계 으로 구성된 제열 회로

에 한 계산을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원자로 풀과 소듐-소듐 열교환기 (DHX) 간의 소듐 자연순환 

열교환 과정과 PDRC 제열 루  내부에서의 폐회로에 한 자연순환 유

동, 그리고 소듐-공기 열교환기 (AHX)에서의 열 측 소듐과 shell측 공

기 간의 자연순환 열교환 등의 세 가지 열회로에 한 과도특성 분석이 

요구되며, 이는 그림 3.130과 같이 상호 연 으로 구성되어 반복계산에 

의한 계산 해의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그림에서와 같이 원자로심을 심

으로 하는 PHTS 풀 해석 모형은 “노심 - 고온 풀 - DHX shell측 소듐 

유로 - 온 풀 - 노심”으로 이어지는 폐회로로 구성되며, 풀 상부와 하부 

간의 소듐 도 차에 의한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DHX 부분에서 열교환

을 수행하여 원자로 풀의 열을 PDRC 제열 루 측으로 달한다.

한, “DHX 열 측 - PDRC 제열 루 의 고온  - AHX 열 측 

- PDRC 제열 루 의 온  - DHX 열 측”으로 구성되는 폐회로 역

시 소듐의 도 차에 의한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열을 달하게 되며 헬

리컬 형태의 AHX 열  부분에서 공기와의 열 달을 수행하여 계통의 

열을 기로 방출한다. 이와 함께 AHX shell측 공기유로는 복잡한 기하형

태를 나타내는 헬리컬 코일 형태의 열 부와 공기의 자연순환 수두차 

확보를 한 공기 굴뚝으로 구성되는 개방 유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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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각각의 자연순환 유로에 한 해석을 해 DHX  AHX

의 각 열부는 N개의 칭형 노드로 구성하여 해당 열과정 계산시 

Marching Scheme을 용하여 각각 반복계산을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하

으며, 이때의 반복계산 과정은 그림 3.131과 같이 DHX  AHX 등의 

역방향 열교환 과정에 한 1차 반복을 수행하고 각각의 수렴한 값에 

하여 원자로 풀과 공기측의 최종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총 3회의 반복계산

을 통해 최종 인 수렴 해를 구하도록 하 다.

그림 3.130 PDRC 과도 해석모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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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ITi+1

mf, T, h, etc

ITj=ITj+1

mf, T, h, etc

ITk=ITk+1

Output
at time = t1

Output
at time = t2

Output
at time = tend

그림 3.131 PDRC 과도특성 분석을 한 

반복계산 개념도

수치해석 방법으로는 Upwind scheme  Implicit 방법을 용하여 

산해석 상의 정확성보다는 수렴의 안정성을 강조하 으며, 수렴된 해석 해

를 다음 시간 에 한 계산을 수행하기 한 기조건으로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PDRC 과도특성 해석 방법론을 설정하

고 기 수행, 완료한 PDRC 정상상태 설계 의 각 열 회로의 유량  온

도분포, DHX  AHX 열면  등의 설계 자료를 토 로 PDRC 계통의 

과도특성 분석을 한 비 분석 결과를 생산하 다.

비 계산은 기존의 KALIMER-150의 피동 잔열제거계통 해석용으로 개발

된 PARS2 코드[한도희, 2002]의 원자로 풀 해석모듈을 활용하여 수행하 으

며, 이 때 용된 열면  등의 설계 자료는 본 연구단계에서 생산한 PDRC 

계통 설계 자료를 활용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한 KALIMER-600 

PDRC 계통의 과도특성 비 분석 결과를 그림 3.132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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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분석 결과, PDRC 정상상태 설계 은 원자로 정지 후 10시간 

후로 계산되어 계통 설계시 가정한 설계  분포 시간 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설계된 열면  용시 과도기 고온 풀 최고 온도가 설계기  

온도인 600 oC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 비분석 과정에 한 물리

 타당성은 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 분석 결과는 PDRC 제열 루 에서의 자연순환 

유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차기년도 연구를 통해 노심으로부터 공기

까지의 PDRC 계통  역을 상으로 하는 과도특성 해석 모형  

산해석 코드 개발을 완료할 정이며, 이 과정에서 본 연구단계를 통해 개

발된 PDRC 계통 설계인자 설정 산해석 모듈, DHX  AHX 해석모듈, 

그리고 원자로 풀 과도특성 해석 모듈 등이 효과 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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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PDRC 계통 과도기 제열성능  고온 풀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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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당해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본 단계의 연구 목표인  경제성  안 성

이 향상된 계통설계 핵심기술 개발을 한 연구를 달성하 다. 구체 인 

연구 결과는 제3장에 설명한 바와 같으며 각 연구 개발 목표별의 연구개

발 실   달성도에 한 개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유체  계측제어 계통 개념 설계 개발

해외 유사 원자로의 설계특성을 분석하고, 자체 인 창의  아이디

어 도입을 통한 계통설계 기술을 개발하여 과제 목표가 충실히 구 되도

록 수행하 으며 표 인 연구실 은 다음과 같다.

- 지 까지 1,000MWt 이하 용량에 국한되어 용된 피동잔열제거계

통을 용량 원자로에도 용 가능한 피동 원자로 풀 직 냉각 계

통(PDRC) 개념을 자체 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 하 다.

- 피동 원자로 풀 직 냉각 계통(PDRC)을 채택하여 원자로의 안 성

을 증진시키고 계통 용량 증진으로 발 단가를 감소시키는 

1,500MWt 용량의 KALIMER-600 기본 설계개념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설계개념은 제 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

되었다.

- 소듐 냉각재를 사용하는 액체 속로의 신뢰도를 하시키고 건설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는 소듐-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고, 건설단가를 낮

출 수 있는 우리 고유 개념의 IHTS/SG 일체화 계통 개념(DTBSG)

을 개발하여 장기 으로 액체 속로의 경제성  안 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연구결과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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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체  계측제어 계통 개념 설계 개발

설계 개발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론을 개발  확장 강화시키고, 

개발된 산코드의 실험  검증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켜, 체 으

로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생산하 으며 표 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듐 실험과제와 연계하여 소듐-물 반응사고시의 계통 압력거동  

압력방출 계통의 성능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SELPSTA코드를 실

험 으로 검증하고 해석모델을 개선하여 소듐-물 반응 해석 체제의 

완성도를 향상시켰고,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하 다.

- 원자로 동특성 분석을 통하여 풀형 액체 속로의 피동잔열제거 계통

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기 노심 냉각성 해요인을 발견하

으며, 사고 기 노심 냉각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 설계개념

(IDINHX)을 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 다.

- 세계 으로 완 하게 해석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난류요동 Thermal 

striping 상을 LES 난류모형을 사용하여 독자 인 해석방법론을 

개발하고 소듐 기술개발과제와 연계하여 실험  검증을 수행하여 

다수의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 다.

- 용량 자펌 에서 발생하는 압력맥동 상을 분석하고 자펌

의 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자펌  자기장 해석 코드를 개발하

고, 이를 범용 산유체 해석코드와 연계하여 다차원 MHD 유동장 

해석코드를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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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이러한 연구결과로 액 로 계통설계 기술의 기본이 확보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장기 인 으로 보아 액 로계통 설계의 수입 체 효과,

- 국내외 다양한 액체 속로 계통설계 개념에 한 독자 인 단능력 

확보

- 개발된 코드는 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국 컴퓨터 로그

램 보호회에 등록,

- 새로운 액체 속로 계통설계 개념의 창출  정성 평가 능력 확보,

- 개발된 신계통 설계개념의 외국 특허 획득으로 국내 액체 속로 기

술의 독자성 확보,

- 우수한 국내 고유의 설계개념  해석방법론은 제4세  소듐냉각 고

속로 국제 공동에 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공동연구를 한국이 주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 개발된 유체계통 산체제의 해석 기술은 다양한 원자로의 열유동 

해석기술에 활용되고, 계통 설계  기기개발 연구결과는 화공분야 

설비 설계의 국산화에 기여

- 개발된 신개념 설계는 국내에 액 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이 설계는 다음단계 연구의 출발 으로 그 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으로 국내에 액 로 기술이 확보되도록 하

여 수입 체효과로 인한 외화 약 그리고 우라늄 자원의 효율  활

용, 타 원자력 발 소로부터 방출되는 고  폐기물 양의 감에 기

여하여 국내 기반시설에서 실용  사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

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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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계의 연구는 독자 인 신개념 설계개발을 통하여 기존 해외 원자

로의 설계개념에 해 경쟁력이 제고된 KALIMER-600 기본 설계개념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KALIMER-600이 제 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참

조노형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신개념 

설계특성과 유체계통 산체제 해석기술은 다음단계에서 선진국의 기술과 

비교하여 원자로의 안 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KALIMER-600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석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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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단계의 연구는 계통의 경제성과 안 성의 향상을 하여 기존 국내

외 액체 속로 설계특성을 검토하고, 자체 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설계개념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1000MWth 이상의 용량 원자로에 

용 가능한 피동 잔열제거 계통 PDRC가 채택된 KALIMER-600 설계개

념을 개발하 다. 한 개발된 신개념 설계특성을 분석하고, 원자로 풀 내

부의 정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개발된 산코드  해석 방법론

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KALIMER-600 기본 설계개념이 제 4세  소

듐냉각 고속로 참조노형으로 선정될 정도로 국제 으로 기술  우수성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완성하여 KALIMER-600

이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기본 원자로 노형으로 선정되기 해서는 

계통설계 측면에서 본 단계에서 개발된 신설계 개념의 도입  검증을 

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하며, 유체계통 산체제 측면에서는 본 단

계에서 개발된 산코드의 검증  신개념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계통 

 기기 특성 분석 코드에 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성과는 바로 다음 단계의 출발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 상의 구체 인 은 다음과 같다.

- 기술  측면

◦ KALIMER-600 계통 설계개념은 기존 경수로에 비해 용량 발 용 

소듐 냉각 액체 속로의 발 단가를 감소시키기 한 신개념 계통

연구에 기본 설계개념으로 활용됨.

◦ 풀 형 액체 속원자로의 원자로 정지 기 냉각능력 향상을 해 개

발된 IDINHX는 KALIMER-600 설계개념의 안 성을 증진시키고 

계통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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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 발생기의 소듐-물 반응 상을 근원 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DTBSG 설계개념은 소듐냉각 액체 속로의 안 성을 향상시키고 

IHTS계통을 단순화시켜서 액체 속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신개념 개발에 활용됨.

- 경제 사회  측면

◦ 독자 으로 개발된 신개념 계통설계 핵심기술은 향후 제4세  소듐

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에서 요한 국내 기술기여도로 

인정되어 공동 참여국의 연구개발 기여 부분에 한 비용 지불 없

이 도입하는데 활용됨.

◦ 자체 개발한 유체계통 산체제는 소듐냉각 액체 속로뿐만 아니라 

납냉각로, 가스냉각로 등 다양한 원자로 계통설계  열유동 해석

에 활용됨.

◦ 계통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계통 설계기술은 원자로 계통 이외의 

유사 타 산업체 계통의 설계  해석에 활용됨.

◦ 개발된 기기 설계개념 설정  성능 해석 기술은 국내 화공설비 설

계  해석에 활용됨.

◦ KALIMER-600은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되

어 국제 으로 한민국의 연구개발 능력으로 과시하는데 활용됨.

◦ 독자 으로 개발한 PDRC는 사고 시 운 원 조작이나 능동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되는 완  피동계통으로 원자로의 안 으로 획기

으로 증 시킬 수 있어서 반핵 국민정서를 완화시키는데 활용됨.



- 293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Ampofo S. and Karayiannis,T.,  “Experimental benchmark data for 

turbulent natural convection in an air filled square cavity”, Int. J. Heat 

Mass Transfer, 46, pp. 3551-3572, 2003

Araseki, H., et al, 2000, "Double-supply-frequency pressure pulsation in 

annular linear induction pump Part I: Measurement and numerical 

analysi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95, pp85-100, 2000

Baker, R.S. and Tessier, M.J, 1987, "Handbook of Electromagnetic 

Pump Technology",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 Inc. 1987

Black, J. L et al. "Acoustic Signal Processing for the Detection of 

Sodium Boiling and Sodium-water Reaction in LMFRs", 

IAEA-TECDOC-946, IAEA, 1997

Chen, H. C. and Patel, V. C., "Near-wall turbulence models for complex 

flows including separation", AIAA J. , 26, pp. 641-648, 1988 

Darrington T. M., “Non-Site-Specific safety Report”, EFR Associates 

Draft, TOME1, FRAMATOME-Division NOVATOME, 1993

Darrington T. M., “NSSSR-Nuclear Island and Division Concept 

(Chap.5.1)”, EFR

Durbin, P. A., "Separated flow computations with the vvk −−ε  model", 

AIAA J. 33, pp. 659-664, 1995 

EPRI, ALWR URD, Vol2, Chap.1, Sect.3.4, USA, 1990 

Gaskell, P. H. and Lau, A. K. C., "Curvature- compensated convective 

transport: SMART, a new boundedness preserving transport algorithm", 

Int. J. Numer. Methods Fluids, 8, pp. 6l7-641, 1988 



- 294 -

GE, PRISM, “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 Prepared for 

U.S. Department of Energy Under Contract No. DE-AC06-85NE37937, 

Vol. II, Chapters 5-8,  GEFR-00793, UC-87Ta, 1986

GE. PRISM-TM “PSID-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 

GEFR-00793/UC-87 Ta, GE, USA, November 1986

Ghia, U., Ghia, K. N. and Shin, C. T., "High-Re solutions for 

incompressible flow using the Navier-Stokes equations and a multigrid 

method", J. Comput. Physics, 48, pp. 387-411, 1982 

H. Araseki et al., "Double-supply-frequency pressure pulsation in 

annular linear induction pump. Part II: reduction of pulsation by linear 

winding grading at both stator ends", Nucl. Eng. Des. 200 (2000), pp. 

397-406, 2000

I.R. Kirillov et al., "Two Dimensional model for analysis of Cylindrical 

linear Induction Pump Characteristics", Energy Conversion & 

Management 44, 2687-2697, 2003

Incropera Frank P., Dewitt David P., “Introduction to Heat Transfer”, 

3rd. Ed. John Willey & Sons, NY, 1996

K.C. COTTON, "Evaluating and Improving Steam Turbine 

Performance", 2nd ed., Cotton Fact Inc., Rexford New York, 1998

King, K. J., "Turbulent natural convection in rectangular air cavities", 

Ph.D Thesis, Queen Mary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UK, 1989 

Kirillov, I.R. and Ogorodnikov, A.P., "Test Results of CLIP-3/150", 

Sintez D.V.Efremov Institute in Russia., 2000

Kraus D. "Electromagnetics", McGraw-Hill, 1991



- 295 -

Lee. D. and Choi, H., "Magnetohydrodynamic turbulent flow in a 

channel at low magnetic Reynolds number", J. Fluid Mech., Vol. 439, 

pp 367-394., 2001

Leonard, B. P., "A stable and accurate convective modelling procedure 

based on quadratic interpolation", Comput. Methods Appl. Mech. Engrg. 

19, pp. 59-98, 1979

M. H. Wi, "Steam Generator System Design Requirements", LMR / 

FS400-DR-01-Rev.0/03, 2003

M. Hori, “Sodium/Water Reaction in Steam Generators of Liquid Metal 

Fast Bleed Reactors”, Atomic Energy Review 183 ,1980

Menter, F.R., "Two equation eddy-viscosity turbulence model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AIAA J,. Vol.32, p.1598-1604., 1994

Nahvandi, A. N. and Rashvsky, M., "Computer Program for Critical 

Flow Discharge of Two Phase Steam-Water Mixtures", CVNA-128, 

1962

Novatome, "SUPERPHENIX", 1986

Patankar, S. V., "Numerical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McGraw-Hill, New York, 1980 

Peeters, T. W. J. and Henkes, R. A. W. M., "The Reynolds stress 

model of turbulence applied to the natural convection boundary layer 

along a heated vertical plate", Int. J. Heat Mass Transfer, 35, pp. 

403-4202, 1992

Roychowdhury D.G. et al., "Design Approach to Local Blockages", 

Indira Ghandi Center for Atomic Research, 1984



- 296 -

S. Hur, S.H. Seong, T.J. Kim, S.O. Kim, "Design Concepts and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of the Sodium-water Reaction Monitoring for a 

Liquid Metal reactor in Korea",  4th ANS Topical Meeting on NPIC & 

HMIT, Columbus, Ohio, September, 2004

Smolenstsev, S., et al., "Application of the k-e model to open channel 

flows in a magnetic field", Int. J. of Eng. Sci., Vol. 40, pp 693-711, 2002

Stoecker W.F., “Design of Thermal Systems”, 3rd ed., 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s, 1989

Tera Analysis, "QuickField User's Guide -Finite Element Analysis 

System", 1999

Wang W and Liu J., "An Energy-Preserving MAC-Yee Scheme for 

the Incompressible MHD Equation,"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vol. 174, 2001

Wilcox, D.C., "Turbulence modeling for CFD", DCW industries., 1998

Y.S. Sim, S.O. Kim "Guide for th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for KAIMER-600", LMR/FI100-DG-01 Rev.0/03, 2003

Zhu, J., "A low-diffusive and oscillation- free convection scheme," 

Comm. Appl. Numer. Methods, pp. 225-232, 1991

Zhukauskas A., Makavichyus V., Shlanchyauskas A., “Heat Transfer in 

Tube Banks in a Crossflow of Fluid”, Translated from Russian, 

Teplofizika 1 (Thermophysics 1),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Lithuanian SSR, the Institute of Physical and Technical Problems of 

Engrgetics, "Mintis", Vilnyus, pp. 1 - 190, 1968

Zikanov, O. and Thess, A., Direct Numerical Simulation as a tool for 

understanding liquid metal turbulence, Appl. Math. Modelling, Vol. 28, 

pp. 1-13, 2004



- 297 -

권 민, 정 성, 한도희, “KALIMER의 국부 집합체손상사고 분석”, 한국

원자력연구소, KAERI/TR-1659/2000, 2000

김성재, 이정묵, 이상 , “원환형 단면 자력 추진  내부의 유동특성에 한 

실험  연구,” KSME96S253, 한기계학회 1996년 춘계학술 회논문집(B), 1996

김연식 외, “KALIMER SWR 반기 거동 해석”, KAERI/TR-1918/2001, 2001

김연식, “IHTS 설계자료 계산서”, LMR/FS300-CN-01 Rev.0/99, KAERI, 

KALIMER  내부문서, 1999

김연식, “User Manual for HSGSA Computer Code　 , 한국원자력연구소, 

KALIMER 기술개발  내부문서, LMR/FS400-CM-01-Rev.1/02, 2002

김 덕, 자기학, 희 당, 1986

김 철 외, “KALIMER 1차/2차 계통 기본형태 타당성 평가”, 한국원자력

연구소 기술보고서, KAERI/TR-881/97, 1997

김의 , “액체 속로 일체형 열교환기의 열유체 성능분석해석체제 개발,” 

KAERI/TR-2639/2003, 2003

김의 , “용량격상 IHTS 비압력손실 계산서”, LMR/FS300-CN-05 

Rev.0/02, 2002

김의 , “일체화개념 증기 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보고서,” LMR/FS100 

-AR-01 Rev.0/04, 2004

김의 , “GEN-IV 노형별 특성평가 보고서,” LMR/FS300-ER-01 Rev.0/ 

02, 2003

김의 , “IHX 열유체설계 최 화 방법론개발 보고서,” LMR/FS200 

-AR-02 Rev.0/03, 2003

김의 , “IHX Shell측 유로성능 평가 보고서,” LMR/FS200-AR-01 

Rev.0/  02, 2002



- 298 -

김희령 “환단면 선형유동 자펌 의 자기유체학 동특성 해석  설계기

법개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8

남호윤, 김종만, "Thermal Striping 속도장 특성 실험자료( 비 )", 2005

남호윤, 김종만, "Thermal Striping 온도장 특성 실험자료", IOC-ST 

-002-04, 2004

박진호 외, "소듐-물 반응 해석을 한 SPIKE 코드 개발", 한국원자력연

구소, KAERI/TR-1123/98, 1998

심윤섭  김의 , “계통과도특성 분석보고서”, KALIMER/FS700-AR-01 

Rev.0/02, 2002

심윤섭 외, “계통열용량과 제어 상 성 분석  정 제어방법 설정 보고

서”, FS700-AR-01 Rev.0/03, 2003

심윤섭 외, “불란서 문가 자문 활용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KALIMER/FS 100-WR-01 Rev.0/02, 2002

심윤섭 외, “액체 속로 설계기술개발 - 유체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

개발”, 과학기술부, 1999

심윤섭, “신개념 IDINHX 작동분석 모형설정 보고서,” FS700-WR-02 

-Rev.0/04, 2004

심윤섭, “원자로 내부유동의 과도 상 분석 보고서”,  LMR/FS700-AR- 

06 -Rev.0/02, 2002

심윤섭, “ 열  이 배치 SG 실험요건 계산서”,  LMR/FS100-CN-01- 

Rev.0/03, 2003

심윤섭, “펌 정지사고 기노심 냉각성 제고 설계 개념 분석보고서-유동

특성,” FS500-AR-01-Rev.0/05, 2005



- 299 -

심윤섭, “DTBSG 사용 NSSS 구성 특성 평가를 한 기기 개략 크기,” 

FS100-CN-02 Rev.0/04, 2004

심윤섭, “DTBSG 사용 NSSS의 기기배치  실성 검토,” FS100-AR-01 

Rev.0/05, 2005

심윤섭, “IHX/SG 일체화 개념 기본특성 실험 요건서”, LMR/FS100-XR 

-01-Rev.0/03, 2003 

심윤섭, 1998, “KALIMER IHX 크기  내부의 개념  설계”, 

KALIMER /FS200-ER-01/1998, 1998

심윤섭, “CODE ASTEEPL-D 사용설명서,” KALIMER/FS200-CM-02/ 

2000, 2000

심윤섭, “CODE CONFIG 사용설명서,” KALIMER /FS200-CM-03/2000, 2000

심윤섭, 김세윤, “ 열  이 배치 SG 사용 NSSS 구성특성 평가를 한 

기기개략크기,” LMR/FS100-CN-02 Rev.0/04, 2004

어재  외, “ 용량 액체 속로 잔열제거 용량 특성 연구”, 한국원자력학

회 2003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3

어재  외, “KALIMER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해석코드 개발”, 한

국원자력연구소, KAERI/TR-2279/2002, 2002

어재 ,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열  물/증기 출모형 설정 보

고서”, LMR/FS300-CN-01 Rev.0/02 (FS222100), KAERI, KALIMER  

내부문서, 2002

어재 , “액체 속로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계통거동 해석모형 개

발”,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TR-2146, 2002

어재 , “KALIMER-600 잔열제거계통 설계인자 설정  특성 분석 보고

서”, 한국원자력연구소, KALIMER  내부문서, LMR/FS500-ER-04 

Rev.0/03, 2003



- 300 -

어재 , “KALIMER-600 PDRC 기기 외형크기 설정 보고서”, 한국원자력

연구소, KALIMER  내부문서, LMR/FS500-ER-05 Rev.0/03, 2003

어재 , “SWR /후반기 특성 실험요건”, 한국원자력연구소, KALIMER 

 내부문서, LMR/FS300-XR-01 Rev.0/02, 2002

임 우, 최해천, “비정상 MHD 방정식의 수치해석 방법,” KSME96S171, 

한기계학회 1996년 춘계학술 회논문집(B), 1996

최석기, “노심 출구온도 변경에 따른 KALIMER-600 1차펌  재설계,” 

LMR/FS200-ER-02-Rev.0/04, 2004

최석기, “노심 출구온도 변경에 따른 KALIMER-600 IHX 재설계,” 

LMR/FS200-ER-03-Rev.0/04, 2004

최석기, “노형별 PHTS 특성 평가 보고서”, LMR/FS200-ER-01-Rev.0/02, 2002

최석기, “KALIMER-600 일차펌  성체의 성모멘트  Coastdown 

유량 설정,” LMR/FS200-ER-04-Rev.0/04, 2004

하재 , “유체기계,” 보문당, 2001

한도희 외, “KALIMER Conceptual Design Repor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TR-2204/02, 2002

허섭, “소듐-물 반응 음향신호처리방법 평가  비논리설정서” LMR 

/IC100-ER-04 Rev.0/04, 2004

허섭, “증기발생기 소듐물반응방호계통 설계요건 비설정서” LMR/ 

IC100-DR-01 Rev.0/03, 2003 

허섭, “증기발생기 소듐물반응방호계통 설계인자 비설정보고서” LMR/ 

IC100-ER-01 Rev.0/03, 2003 

허섭, “증기발생기 소듐물반응방호계통 비 설계개념 설정서” LMR/ 

IC100-DC-01 Rev.0/04, 2005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505/2004

제목 / 부제 
액체 속로 설계기술개발 / 

유체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부서명  김 성 오 (유체공학연구부)

연구자  부서명  김성오,  심윤섭,  최석기,  김의 ,  명환,  어재

                허  섭,  성승환,  김세윤,  원 ,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5. 3.

페 이 지 300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 탁기  과학기술부 계약  번호

록

KALIMER-600의 유체  계측제어 계통에 한 기본개념을 설정하고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한 유체계통 산체제를 개발하 다. 다양한 해외 액체

속로에 한 설계특성을 분석하고, 자체 인 창의  아이디어 도입을 통해 계

통설계 기술을 개발 하 다. 계통 설계 개발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론을 

개발  확장/강화시키고, 개발된 산코드의 실험  검증을 통해 계산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액체 속로, 유체계통, 계측제어계통, IHTS단순화, 

                    동 설계, PDRC, 산코드, 소듐-물반응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505/

2004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technology for LMR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Kim Seong-O(Fluid Engineering and Research Depart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Sim Y. S.,  Choi S. K.,  Kim E. K.  Wi M. H.,  Eho J. H.,   

                      Hur S.,  Seong S. H.  Kim S. Y.  ,Jeon W. D.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5. 3.

Page   300 p. Ill. & Tab. Yes(○),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The basic concept of fluid and I&C system of KALIMER-600 was 

developed and the computer codes required to materialize system concept 

were also implemented through the R&D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for the similar reactor types developed in 

a foreign country, the system design technologies with adoption of the 

innovative ideas were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methodologies requir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development and design of the system and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er code, the excellent and innovative outcomes were 

produced.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LMR, fuid system, IC system, IHTS simplification,

     dynamic design, PDRC, computer code, sodium-water reaction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제지
	제출문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연구기술개발 현황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현황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계통설계 기술개발
	1.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가. KALIMER-600 계통 기본 설계개념 설정
	1) 해외 계통개념 특성 평가
	2) 용량에 따른 계통 구성 특성 평가
	3) 신개념 계통 설계개념 개발

	나. 주요기기 개념설정 및 특성평가
	1) PHTS 펌프 및 Coast-down 유량계산
	2) IHTS 펌프
	3) IHX
	4) SG

	다. 원자로 풀 내부 열유동 특성분석
	1) 원자로 헤드 및 상부구조물 정상/과도 열전달 특성분석 및 평가
	2) 원자로 풀 내부 정상/과도 열유동 특성분석 및 평가

	라. 계통 감시기술 개발
	1) 소듐-물반응 방지 및 방호계통 개념 예비설정 및 기본기술 개발
	2) 노심 유로폐쇄 특성탐지 계통 개념 예비설정 및 기본기술 개발


	2. IHTS 단순화 기본기술 개발
	가. IHX와 SG의 일체화 개념 열전달 특성분석
	나. 제어 구현성의 설계 개념 개발
	다. 일체화 개념 기본특성 실험요건 설정
	라.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열유동 특성분석
	마.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기기 배치 특성평가
	1) 노심-SG 배관 단축화 평가를 위한 기기크기 설정
	2) NSSS 최적 배치안 설정

	바. 실험결과의 이용을 위한 측정인자 민감도 및 측정방법론 특성 분석
	1) 일체화 개념 전열성능 특성평가 보완


	3. 발전소 동적 설계 기술 개발
	가. 계통 열용량과 제어성간의 상관성 평가 및 제어 응답성 개선
	나. 원자로 내부 열유동의 과도현상 분석
	다. 원자로 내부 병렬회로 역류 과도현상 영향 평가
	라. 일차계통 전자펌프 관성보완장치 성능요건 특성평가
	마. 펌프 정지사고 초기 냉각성 제고 설계개념 개발 및 성능분석
	1) 펌프 정지사고 초기 냉각성 제고 설계개념 개발
	2) 신개념 DHX 작동 분석모형 개발
	3) 계통 분석코드를 이용한 성능특성 분석


	4.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가. 전자펌프
	나. IHX


	제 2 절 유체 계통 전산체계 개선
	1.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선
	2. 소듐-물 반응 사고 중후반기 계통과도 해석 전산코드 개선
	가. 계통배관 상세묘사 기능도입
	나. 압력 과도 모형 상세분석 및 보완
	다. (압력방출) 계통설계인자 특성영향 평가 기능보완
	라. 실험결과를 이용한 과도 압력분포 특성 및 기포거동 특성평가 기능도입

	3. 난류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체제 개발
	가. 전체 유동장의 요동 진폭 해석 체제 개발
	나. 국부난류 요동 진폭 및 주파수 해석체제 개발
	다. 실험결과를 이용한 해석체제 검증

	4. 계통 성능분석 전산체제 개선
	가. 계통 성능분석 전산코드
	나. IHTS/SG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 성능분석 전산코드
	다. 전자펌프 전자기장 및 유동해석 전산코드
	라. 피동잔열제거계통(PDRC) 설계 및 성능해석 전산코드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