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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보고서 초록 

과변제호관리 첼뭘참겔 l 한국원자력연구소 2단계/3단계 

연구사업맹 
중사업맹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서1부사업맹 

연구과제맹 
대과제맹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서1부 과제명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내부 33,73 MY 정。부 14,524,870 천원 
(연연구구기책관암맹자) 한국(원백자 원력연 펼구)소 해연구당단인계력 외부 12,40 MY 연구비 민간 천원 

계 46,13 MY 계 14,524,870 천원 

위탁연구 연연연구구기기 1 관관관 기 포초항 초전공전과력력공공대학학학공공동동연구소 연 연 연구구책책 책임임임자자자 김 박 이무은군환철철 
구7 기 연구소 구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참여기업 

(각색5개 얀이 어상) 
한글 가한국압경표수준로형，원 열전수력 종합효과실험， 아툴라스， 원자력 안전， 신형경수로， 

영어 Pressurized water reactor (P찌7R)， πlermal hydraulic integral effect test, 
ATLAS, Nuclear reactor safety, APR1400, KSNP 

요 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삭 500자 이내) J 변수 J 649 
1. 연구개발 목표 맞 내용 

가가 열수압압경경력종수수로로합효 열 열과수수실력력험 종 종 지합합원효실기과험술실장험치 개장발 상치세설 기란계，닐 제계작 최，적 설화치 및 시운전 / 

/ 

2 연구결과 
/ 

비로모의 

주입도 

3, 기대효과 맞 활용방안 
보를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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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그 

L!:" 

본 연구의 목적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열수력 종합효과 실 

험장치를 구축하고， 원전 설계， 안전 운영 및 안전 규제를 위해 요구되는 열 

수력 종합효과실힘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전 단계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의 1단계 연구에서는 종합효과 실험장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장치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본 2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장치 기본설계를 최적화하고， 장치 제작 ·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열수력 코드 및 해석체계 개발， 가동중 원전의 운 

전 최적화， 사고 관리 및 안전현안 해결， 원자로 설계 개선 및 신형원자로 

개발 등에 필요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증 

진과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원자력 안전기술 자립의 이정표로서 원 

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선뢰도를 높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될 것 

이다.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2단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1)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 기본설계 최적화 

APR1400을 높이/길이비 1/2, 단면적비 1/144 (체적비 1/288)로 모의 

한국표준형원전 KSNP의 핵심 설계 특성도 반영 

2) ATLAS 실험장치 제작/설치 

ATLAS 실험장치 상세 설계 
기기 제작 및 구매 

실험장치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착수 

3) 종합효과실험 지원기술 개발 

특수 계측 기술 개발 및 적 용 



사고 시나리오 예비 해석 및 실험 절차 개발 

장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QA 체계 구축 

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도출된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장치 설 계 를 ATLAS(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dvanced Reactors) 장치로 최적화하고， 광범위한 국내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하여， 제작 · 설치를 완료하였다. 구축된 ATLAS 실험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정 을 갖는다. 

1) 신형경수로 APRl400을 기준 원전으로 채택 

1/2 높이 및 길이， 1/144 단면적(1/12 직경) 1/288 체적 
2(고온관) x 4(저온관) 냉각재계통 배열 및 환형 강수부 보존 

실제 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축소 정상출력의 8%까지 실험’ 최대 

노심출력 2 MW 

2) 한국표준원 전 KSNP의 설 계 특성 추가 반영 

원자로용기 직접주입 (DVI)뿐만 아니라 저온관 주입(CU) 방식도 모의 

3) 다양한 사고 및 운전조건 모의 성능 

냉각재상실사고(LOCA): 대형 LOCA, DVI관 파단， 소형 LOCA, SGTR 

증기관 파단， 급수관 파단 등 기타 사고 조건과 과도상태 

비상운전절차서 개발을 위한 다양한 비정상 운전 조건 

총 1200여 계측 Points 
4) 세계적인 핵심 열수력 안전 실험장치 

2(고온관)x4(저온관) 구성의 냉각재계통과 DVI 및 CU 안전주입 모 
의 성능을 보유하고 실제 운전 열수력 조건(출력은 붕괴열 수준)을 

모의하는 세계 유일의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일본의 LSTF(1/48) , 독일의 PKL(1/145) 등과 함께 세계적인 핵심 
열수력 실험시설로서의 위상 확보 가능 

20년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경제성 향상과 세계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ATLAS 실험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2005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지원 기술을 개발하여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설 

치에 적용하고， 향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1) 주요 사고 시나리오 예비 해석 (APR1400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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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LBLOCA) 

DVI 관 파단 사고 

주증기관 파단 사고 

2) 실험절차서 개발 

시운전 절차서 

LBLOCA 재관수 실험 

3) 국소 열수력 현상 실험 

4) 계측기술 개발 및 적용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단계에서 구축된 ATLAS 실험시설은 시운전 및 예비실험 단계를 거쳐 

2005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20여년간 다음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 

용될 예정이다. 

1) APRl400의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BLOCA)시 안전주입수 거동에 대한 

실증적 평가 자료 확보를 통해 안전 현안 해소에 기여 

LBLOCA 재관수시 강수관과 노심 거동 등 

2) APRl400 및 KSNP 사고 모의실힘을 통해 해석코드 평가/검증에 기여 

MARS 코드， 산엽체 설계/해석 국산화 코드， 규제검증 코드 등의 평 

가 및 개선 

3) APRl400와 KSNP 설계 개선 및 운전조건 변경시 검증실험 수행 

4) 운전절차서 개발 및 사고관리계획 수립/검증을 위한 실험 수행 

5) 가동중 원전 열수력 안전현안 발생시 모의실힘을 통한 거동 규명 및 

코드 예측 성능 평가 현안 조기 종결 및 국민선뢰 확보 

6) 대응실험 (Counterpart Test) 및 데이터 교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외국 

실험자료 입수 

7) 세계적 열수력 실험시설로서 활용 

국제 적 검 증 및 OECD!NEA의 ISP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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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매ect Title 

Thεnnal Hydraulic Intεgral Effεct Tests for Prεssunzεd Watεr Rεactors 

1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ε objεctivεs of thε proJεct arε to construct a thεnnal-hydraulic intεgral 

εffεct tεst facility and to pεrform various intεgral εffεct tεsts for dεslgn， 

opεration， and saf，εty rεgulation of PI εssunzεd watεr rεactors. During thε first 
phasε of this projεct (l 997.8~2002.3)， thε basic tεchnology for thεnnal-hydraulic 
mtεgral εffεct tεsts was εstablishεd and thε basic dεsign of thε tεst facility was 
accomplishεd: a full-hεI명11， 1I300-volume-scalεd full prεssurε facility for 
APR1400, an εvolutionary prεssunzεd watεr rεactor that was dεvεlopεd by 
Korean industry. Main 。이εct1vεs of thξ prεsεnt phasε (2002 .4~2005.2)， was to 
optimizε thε facility dεsign and to construct thε εxpεnmεntal facility. Thε narnε 

of thε facility has bεεn dεtεnnmεd as ATLAS (an Advancεd Thεnnal-hydraulic 
Tεst 100p for Accidεnt .Simulation) 

Thε ATLAS will bε usεd to investigatε thε multiplε rεsponsεs bεtwεεn 

systεms orgamzmg thε wholε plant or bεtwεεn thε sub-componεnts m paπicular 

systεms during various anticipatεd transiεnts and postulatεd accidεnts of 
APRI400 and KSNP. Tεst rεsults will bε usεd for sεvεral purposεs ， including 
pεrfonnancε or saf，εty εvaluations of thε ref，εrεncε plants, dεvεlopmεnt of 
εmεrgεncy opεrati onal procεdur εs and thε accidεnt managεmεnt stratεgy， εtc 

Thεy will also bε usεd for thε assεssmεnt and vεrification of safεty analysis 

codεs ， such as RELAP5, TRAC and MARS, εtc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매ect 

Wε havε pεrfonnεd following 1 εsεarchεs 

a) Optimization of thε basic dεsign of thε thεnnal-hydraulic intεgral εffεct tεst 

facility for PWRs - A TLAS 
Rεducεd hεight dεsign for APRI400 (+ spεcific dεsign fìεaturεs of 
KSNP safìεty inJεction systεms) 

Thεnnal-hydraulic scaling basεd on thr∞-1εvε1 scaling mεthodology by 
Ishii εt al 

b) Construction of thε A TLAS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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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εd dε:sign of thε tεst facility 

Manufacturing and procurεmεnt of componεnts 
Installation of thε facility 

c) Dεvεlopmεnt of supporting tεchnology for intεgral εffεct tεsts 
Dεvεlopmεnt and application of advancεd instrumεntatlOn tεchnology 

Prεliminary analysis of tεst scεnanos 

Dεvεlopmεnt of εxpεnmεntal procεdurεs 
Establishmεnt and implεmεntation of QA systεm/procεdurεs 

IV. Res띠ts of the Project 

Thε basic dεsign of thε intεgral tξst loop was r εV1εwεd and optimizεd to 

propεrly dεal with thε saf.εty/opεrational concεrns and/or intεIεsts of APR1400 
and KSNP. Thεn thε opt1m1zεd dεslgn was namεd as the A TLAS and has bεεn 

constructεd with participation of industrial partnεrs. Major charactεristics of thε 

A TLAS facility includε 
a) Adoption of APR1400 as thε rεfεrεncε plant 

112 hεight & 1εngth and 11144 cross-sεctional arεa (i ε 11288 volume) 

2(hot 1εgs) x 4(cold 1εgs) RCS loops and intεgratεd annular downcomεi 

Prototypic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Up to 8% of thε scalεd nominal powεr (i ε corε powεr < 2 MW) 

b) Incorporation of KSNP spεcific dεSI밍1 f.εaturεs 

Simulation of cold 1εg lllJεction as wε11 as dirεct vεssεinjεction of 
εmεrgεncy corε cooling watεr 

c) Simulation capability for various scεnarlOs 
Loss-of-coolant accidεnts (LOCAs): largε-brε와( LOCAs, DVI linε 

brεaks ， small-brεak LOCAs, stεam gεnεrator tubε rupturεs 
Sεcondary loop accidεnts including main stεam linε brεaks ， f.εεdwatεr 

linε brεaks ， εtc 

Othεr abnonnal scεnarios for dεvεlopmεnt of εmεrgεncy opεrational 

procεdurεS 

> 1,200 instrumεntation points 
d) The only thεnnal-hydraulic intεgral εffεct tεst facility in thε world that 

simulatεs 2x4 loop plants at rεasonablε gεomεtrical scalε and full prεssurε 

conditions 
Anticipation of significant intεrnational rolε 

Thε ATLAS facility is εxpεctεd to staπ opεration in thε latε 2005 

Along with thε facility construction, various supporting tεchnology has b∞n 
dεvεlopεd 

a) Prεliminary analysis of thε m에or accidεnt scεnanos 

largε-brεak LOCA 

V 



DVI linε br εak accidεnt 

main stεam linε brεak accidεnt 

b) Dεvεlopmεnt of εxpεnmεntal procεdurεs 

st따t-up tεst procεdurεs 

qualifiεd tεst procεdur εs 

c) Small-scalε tεsts for idεntification of local T /H phεnomεna and validation of 

scaling mεthodology 

d) Dεvεlopmεnt and application of advancεd instrumεntation tεchnology 
avεragε bi-dirεctional f10w tubε for mεasurεmεnt of loop f10w 

two-phasε f10w sεparation and load-cε11 tεchniquε for mεasurεmεnt of 

brεak f10w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ε A TLAS facility will contributε grεatly to thε εnhancεmεnt of NPP 

safìεty and εconomics through following tεsts 

(a) Tεsts for saf，εty lSSUεs and/or intεrests of APRl400 

downcomεr and COI ε bεhavior during rεfill and rεf100d phasεs of 

LBLOCA 
dirεct vεssε1 injεction linε brε따‘ 

(b) Simulation of APRl400 and KSNP accidεnt/transiεnt scεnarios for validation 

ofsystεm analysis codεs 

thε bεst-εstimatε codε ， MARS, undεrdεvεlopmεnt at KAERI 
industry codεs forNPP dεsign and safεtyanalysis 

(c) Tεsts in support of futurε industrial nεεds 
dεvεlopmεnt and validation of accidεntmanagεmεnt programs 
powεr up-rating and/or lif，ε εxtenslOn 

fuπhεr lmprovεmεnt of APRl400 and KSNP dεsign f，εaturεs 

(d) Intεrnational coopεrativε programs including countεrpart tεsts with forε19n 
IET facilitiε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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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 

저11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프료 
'---

확고한 안전성의 확보가 펼수적인 원자력발전소에는 충분히 입증된 기 

술만 사용될 수 있으나，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실제 발전 

소에서 대형 사고들을 직접 일으켜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 

라서 방사성 물질을 수반하지 않는 실험장치들을 이용하여 발전소의 거동을 

이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원자로의 냉각 성능과 직 

접 연관된 열수력 실험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을 운영 중일뿐만 아니라， 원전 설계， 제작， 건 

설 및 운영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경험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에서 원 

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 ·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산엽이 해 

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안전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행히 1990년대 이후 열수력 안전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실험 

시설， 안전해석 코드， 연구 인력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특히 

APR1400 개발 과정에서 요구된 대형 실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 

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본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 과제는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대과제의 핵심 세부과제로 1997년 7월 착수되었으며， 

2007년 2월까지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 구축하고 1단계 실힘을 수행할 목 

표로 추진되고 있다.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Thennal-Hydraulic Integral 

Effect Test Facility; IETF)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계통， 안전계통 및 다른 주요 계통에서 나타나는 종합적 인 열수력 

거동을 실험적으로 모의(시율레이션)하는 시설이다. 그림 1.1-1과 1.1-2는 종 

합효과실험장치의 의의와 역할을 보여준다. 세계의 주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보고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며， 이 번 보 

고서에서도 다음 절에서 요약하여 소개한다. 

본 과제의 1단계(1997.7-2002.3) 연구에서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 

과실힘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 표준형원전(KSNP)을 1/200로 축 

소 모의하는 장치와 신형경수로(APR1400)를 1/310로 축소 모의하는 장치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광범위한 자문 및 검토 과정을 통해 

APR1400을 모의하는 체적비 1/300 규모의 실험시설을 2단계 (2002.4-2005.2) 



3년 동안 구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본 2단계 연구에서는 종합효 

과 실험 장치를 구축하여 3단계 (2005.3-2007.2) 연구에서 본격적인 실힘을 수 

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특히 2002년 5월 발급된 APRl400의 표준설계 

인가에서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BLOCA)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가 

조건 사항으로 확정됨으로써， 실험 계획 및 실험장치 기본설계에 대한 종합 

적인 재검토와 최적화 단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의 명칭은 아틀라스(ATLAS)로 명명되었 

는데，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사고상태 모의를 위한 선진 열수력 실험 

시설’(Advanced 工hermal-Hydra비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c 라 

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지구를 양어깨에 떠받치고 있는 거 

신 아틀라스와 같이 원자력 안전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원자력 안전기술의 

완성을 위한 지도 역할을 하겠다는 연구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대형 열수력 실험시설을 구축하는 이유는 자명 

하다. 이는 신뢰할만한 안전기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보장과 원자 

력 산엽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구축되는 

장치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 

며， 믿을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생산되어야 한다. ATLAS 장치의 설계에는 

원자력연구소의 연구팀뿐만 아니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 

험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시운전 및 예비실험 과정을 거쳐 준공된 다 

음에는 고부가 가치의 실험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ATLAS 장치에서 처음 수행될 실험은 신형경수로 APRl400의 대형 냉각 

재상실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APRl400의 표준설계인가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 바 있으며， ATLAS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다 

른 개별효과 실힘들과 연계하여 이 문제를 종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ATLAS의 특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다 

양한 실힘들을 수행함으로써， APRl400과 한국 표준형원전(KSNP)의 운전 특성 

을 더욱 잘 이해하여 운전 및 안전관리를 최적화하고， 연구소， 산엽체 및 규제 

기관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는 안전해석 코드들을 검증 평가하는데 기여할 예정 

이다. 특히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진 열수력 계통분석코드인 

MARS 및 다양한 개별효과 실힘들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열수력 안전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만일 국내 원전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실험 장치에서 모의함으로써， 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인 중대형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로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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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실험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ATLAS 실험시설의 구축은 열수력 안전기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기본 인프라 확보， 즉 원자력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시설의 규모나 다 

양성 등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더라도 질적으로는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ATLAS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원자력 안전 연구시설로서， 향후 20여 년간 국내 산엽체 및 

규제기관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실힘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제 공동 연구시설 

로도 활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 국민 신뢰도 증진 및 원 

자력 기술의 수출 산엽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다 1: 

| 발전소의 원자로냉각재계롱 | | AT내S의 원자로냉각재계롱 |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ATLAS는 신형경수로 APR1400 및 한국 표준형 원전 
KSNP으|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원자로계통， 안전계통 및 기타 주요 계통에서 
일어나는 열수력 거동을 종합적으로 모의 (Simulationl하는 실험시설 

그림 1.1-1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 아틀라스(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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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력 해석 코드 및 해석체계 개발을 위한 실험데이 
터 생산 

최적 열수력계통분석코드 

산업체 설계/안전해석코드 

· 최적 안전해석체계 개발 

- 가동 중 원전 운전최적화， 사고관리 및 안전현안 해 
결을 위한 실험데이터 제공 

· 저출력 운전， 가압 열충격， 열피로， 수격 현상 등 안 
전 관련 열수력 현상 규명 

· 사고관리 전략의 효과성 확인 및 평가 

신규 안전현안 도출시 신속한 대응 실험 

-원자로 설계 개선 및 신형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실 

험 데이터 제공 

. APR1400 설계 개선 및 출력 증대 

새로운 안전계통의 종합성능 평가/검증 

’ 개선된 설계개넘 도출을 위한 실험 

- 고온고압 과도 열수력 장치로서의 다양한 활용성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텀 개발 

· 원자로 조건 과도 상태의 CHF 측정 

· 기기 검증 장치로서의 활용 

- 원자력 안전기술 자립의 이정표 

핵심 열수력 설계 및 안전성 검증기술 확보 

원자로 열수력 안전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원자력 안전기술 

국제위상강화 

/’ 

그림 1.1-2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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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절 국내외 연구 동향 

1. 국외 동향 개관 

원자력 선진국들은 가압경수로， 비등경수로， 가압중수로 등에 대해 다양한 

열수력 종합효과실힘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해석코드를 개 

발 · 개선 · 검증하여 왔다. 또한 새로운 설계 및 안전개념이 도입되는 신형원자 

로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도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 

다 표 1.2-1과 1.2-2는 주요 국가의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시설 및 실험 목표를 

요약하여 보여주며， 국가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기존 경수로에 대하여 종합적인 열수력 실증실험시설을 구축하 

고， 이를 통한 안전해석 체계를 확립하였다 RELAP, TRAC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코드들은 이런 실험 결과들을 시 

용하여 검증 · 평가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600 MWe급 피동형 원자로 

인 AP600 및 SBWR의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미국 내에 

APEX(오레곤 주립대)와 PUMA(퍼듀대)를 건설하였으며， 일본의 LSTF와 

이태리의 SPES를 이용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현재 APEX와 PUMA는 일부 

설계 변경을 거쳐 APlOOO과 ESBWR의 검증에 각각 활용되고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ROSA(Rig of Safety Analysis) 프로그램을 통해 

LSTF(Large Scale Test Facility), CCTF(Cylindrical Core Test Facility), 

SCTF(Slab Core Test Facility) 등의 대형 열수력 실증실험 시설을 구축하 

여 열수력 코드의 검증 및 신안전계통 실증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LSTF는 웨스팅하우스 4 회로 원전을 1/48 체적비로 모의하는 세계 최대의 

종합효과실험장치로서， TMI 사고 이후 핵심 관심사가 된 소형 냉각재상실사 

고 및 다양한 과도 현상에 대한 180여회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차원 열수력 현상의 규명과 ABWR 및 APWR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 설계 기술을 자립한 후， 미국 기 

술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특히 안전성 

평가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열수력 해석코드 

(CATHARE)를 개발하였으며， 이의 검증을 위하여 대규모 실험시설 

(BETHSY, PHEBUS)을 건설하여 실증 실힘을 수행함. 

독일도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인 GRS 

의 주관하에 DRUFAN 코드 및 ATHLET 코드를 개발하여 각각 과도현상 

및 냉각재상실사고의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들의 검증을 위하여 PKL과 

( O 



UPTF 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성 실증실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는 EREC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압경수로인 VVER 원자로를 모 

의하는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OECD!NEA에서는 종합효과실험장치를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본 연구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참 

여하고 있다. OECD-SETH 프로그램에서는 독일의 PKL 장치를 이용하여 

비상운전 절차 및 사고관리체계 실증을 위한 종합효과실힘을 수행하였으며， 

종료 직전인 2004년부터는 OECD-PKL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또한 2005 

년 5월부터는 OECD-ROSA 프로젝트가 착수될 예정이다.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열수력 종합효과실혐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열수력 실증실험 수행 

· 설계 안전성과 관련된 열수력 현상의 규명 및 설계 개선방안 도출 

· 최적 계통해석 전산코드의 개발 검증 

· 새로운 설계개념의 실험적 검증 

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향상을 위한 실증실험 수행 

· 사고의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TMI-2 사고의 모의， Mihama 원 

전의 SGTR사고 모의 등 

· 새로운 안전현안의 해결방안 도출， 저출력운전 중 사고현상 파악 등 

· 비상운전절차 및 사고관리전략의 개발 

인허가 전략 수립 및 주요 인허가 현안 검증을 위한 실증적 평가 

. AP600, AP lOOO, SBWR, ESBWR 등의 설계 인증을 위한 실험 등 

2. 국제 협력 프로그램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들은 각국의 필요에 의해 구축되어 다양한 실 

힘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구축된 실험 시설을 활용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OECD-SETH 프로젝트 

OECD-SETH (CESSAT Thennal Hydraulics)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 

소 사고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독일 Framatome-ANP의 PKL 장치 

와 스위스 PSI의 PANDA 장치를 이용한 실험으로， OECDφ-JEA의 주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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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 

4월부터 

가스 흔 

에 157H 국가(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가 참여하여 2001년 

2005년 6월까지 수행 중이다. PANDA 실험은 격납용기 내에서의 

합에 관한 것이므로 본 과제와 연관성이 없으나， PKL 장치에서는 2002-2003 

년에 걸쳐 SBLOCA 중의 붕산희석 (Boron Dilution) 사고에 대한 3 Set의 

험과 잔열제거계통 상실에 대한 1 Set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항목은 

표 1.2-3(a)에 요약되 어 있다. 

실 

계획된 PKL 실험이 성공적으로 

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프로젝트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 동 

프랑스，독일，헝가리， 일본，한 

SBLOCA 이후의 붕산 희석 

주된 주제이며， 표 상실이 

나 OECD-PKL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통해 당초 

완수된 후， OECD는 그 연장선상에서 

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2004년 

안 지속되며， 참가국은 벨기에， 체코， 핀란드， 

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둥이다. 

사고와 Mid - Loop Operation시의 잔열제거능력 

1.2-3(b)에 요약되어 있다 

PKL 

OECD-SETH 

프로젝트는 현재 러시아와 동구권을 중심으로 총 1971 가 가동 중인 

원자로 해석에 사용되는 열수력 코드들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2003년 2월 착수하여 2006년 12월 종료 예정이 

며， 체코(NRI)， 핀란드(VTT) ， 프랑스(IRSN， CEA, EDF) , 독일(GRS) ， 이태리 

(Pisa대학， Ansaldo) , 러시아(다수 기관) 및 미국(ANL)이 참여하고 있다. 수 

행되는 실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 OECD PSV - VVER 프로젝트 

VVER-1000 

scaling effects; 

natural circulation; 

small cold leg break loss-of-coolant accidents; 

primary to secondary lealι 

100% double-ended cold leg break 

ROSA-LSTF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인 

이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착수 

。Q 

다 OECD-ROSA 프로젝트 

최대의 

보유)를 

OECD에서는 세계 

원자력연구소 장치(일본 



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일차원 열수력 안전해석 코드는 계통 내부에 비응축 

성 가스가 존재하거나 단상 및 다상유동 조건에서의 복잡한 다차원 열수력 

현상을 모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가적인 실 

험과 코드의 개선이 펼요하기 때문이다. 

OECD-ROSA 과제는 가압경수로의 설계기준사고(DBEs)나 설계기준초 

과사고(bDBEs)시에 발생할 복잡한 다차원 열수력현상의 모델 개발과 해석 

모델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기간은 2005년 5월부터 4년간으로 계 

획되어 있으며， 벨기에 (AVN) ， 체코(NRI)， 핀란드(VTT) ， 프랑스(IRSN， EdF), 

독일 (GRS) ， 헝가리 (KFKI)， 일본(jAERI)， 스페인 (CSN) ， 스웨 덴(SK) ， 스위스 

(PSI), 영국(HSE) ， 미국(USNRC) 등 총 137H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표 

1.2-4는 주요 실험 항목 및 연도별 예산을 보여준다. 

3. 국내 연구개발 동향 

수력 

우리나라는 열수력/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안전현안 해결에 필요한 열 

실증실험 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 

반부터 독자적 인 열수력 종합실험 장치 확보의 필요성 이 크게 대두되 었는데， 

고유한 설계 특성을 갖는 신형 원자로의 독자 개발에 따른 안천성의 실증적 

평가 요구， 국내 코드 개발의 활성화에 따른 코드 평가 및 검증용 실험결과 

의 확보 펼요성， 가동 중 원전 수 증가에 따른 비상운전 기술 및 절차의 확 

립 필요성， 새로운 설계개념 도입에 따른 주요 안전현안의 해결처1 계 구축 필 

요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열수 

력 종합실험장치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며 1단계 

(1997.7-2002.3)에서는 실험장치 설계 기술 개발， 실험장치 설치 공간 확보， 

종합효과실험장치 기본설계， 고온고압 계측기술 개발 등 수행하였다. 본 연 

구과제의 1단계에서 수행한 핵심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수력 종합실험 필요기술 개발 

· 축소모의 설계 방법론(Scaling Methodology) 개발 

.2상유동 측정 방법론 개발 

·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설계 방법론 확인 및 상세설계를 위한 국 

부 열수력 현상 실험 

PWR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기본설계 개발 

· 한국 표준형 원전(KSNP)에 대한 열수력 PIRT 개발/보완 

· 종합효과실험 요건 및 실험장치 설계요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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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표준형원전(KSNP)을 1/200로 모의하고 차세대원전(APRl400) 

의 설계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ITL 기본 설계 

. APRl400을 1/300로 모의 하고 KSNP 특성을 반영 하는 ITL 기본설계 

· 예비 안전 해석’ 주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ITL. KSNP. KNGR 

거동 비교 해석 

· 종합실험장치 설계/활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 

그 결과 2단계 (2002.4-2005.2) 착수 시점에서는 신형경수로 APRl400을 

약 1/ 300 체적비로 모의하는 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단계 착수 

직후 수행된 최적화 연구를 통해 APRl400을 1/2높이. 1/ 288 체적비로 모의 

하고 한국 표준형원전 KSNP의 설계 특성도 적절하게 모의하는 ATLAS 기 

본설계가 최종 확정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 구축 중인 ATLAS는 규모면에 

서 중형급이지만，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종합효과 실험장치들에 비 

해 손색이 없으며. 2005년 준공 후 원전의 안전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ART-P 원자로에 대한 소형 열수력종합 

효과실험시설이 원자력연구소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전력연구원에 

서 정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형의 저압 실험시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서 

울대에서도 APRl400에 대한 소규모의 저압 종합효과실험시설인 SNUF를 

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실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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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국외 주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 

국가 실험장치명 기준원전 체적비，높이비 
。닙L 己 「겨 

운전기간 
(MPa) 

Semiscale W 4L PWR 1/1706 , 1/1 15,5 1976 - 1985 

LOFT Trojan 4L PWR 1/50 , 1/1(1/2) 15,5 1976 - 1985 

UMCP B&W PWR 1/500 , 1/4.4 2 ,1 1984 현재 

미국 
i ‘. 
/ 

MIST B&W PWR 1/817 , 1/1 15,0 1986 - ? 

APEX W AP600 1/192 , 1/4 2 ,8 1994 현재 

PUMA GE-SBWR 1/400 , 1/4 1 ,0 1996 현재 
‘ 
r 

일본 LSTF W 4L PWR 1/48 , 1/1 16,0 1985 현재 

II 라aA BETHSY Framalome 3L PWR 1/100 , 1/1 17,2 1987 - 1999 

도일 PKL KWU PWR 1/145 , 1/1 4 ,5 1977 현재 
-“ 

PSV-VVER VVER1000 ‘~ 1/300 , 1/1 18,0 1998 현재 

러시아 ~ KMS VVER640 r 1/27 , 1/1 18,0 2004 

LOBI KWU 4L PWR 1/700 , 1/1 15,0 1984 - ? 
이태리 

SPES W AP600 1/395 , 1/1 20 ,0 1985 현재 

대만 IIST W 3L PWR 
‘ 

1/400 , 1/4 2 ,1 1992 현재 

캐나다 RD-14M CANDU 10 scaled Ch 198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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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의 실험 목적 

실험장치명 실험 목적 

SBLOCA with upper head injection 

Semiscale 
Non-condensable gas effect 

-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High pressure & low 
pressure injection , Accumulators) 

Components & system response during LOCAs 
LOFT Perlormance 01 the ECCS 

Investigation 01 any unexpected events or thresholds 

UMCP 
SBLOCA , natural circulation 
Phase separation boiler-condenser mode 

MIST 
SBLOCA , natural circulation 
Phase separation boiler-condenser mode 

AP600 salety margin , design certilicate and conlirmatory test 
APEX - System behavior (ADS , IRWST, CMT) 

- DBA/beyond DBA (SBLOCA) 

Provide integral data to NRC lor the assessment 01 the 
RELAP5 code lor SBWR applications 

PUMA Assess the integral perlormance 01 GDCS and PCCS 
Assess relevant SBWR phenomena important to LOCAs and 
。ther transients 

Simulate thermal hydraulic phenomena peculiar to SBLOCAs 
and operational transients 

LSTF 
Long term cooling by natural circulation 
Plant recovery technique under accident conditions 
(EOP ,AMP) 
Creation 01 code assessment data base 

SBLOCA , natural circulation , loop asymmetries 
BETHSY LBLOCA rellood 

CATHARE code development 

Relill & rellood 01 LOCA 
PKL 111 - Beyond design basis accident (Total loss 01 leedwater Ilow) 

- Accident management plan (AMP) 

- SBLOCA , special transients (station blackoul, natural 

LOBI 
circulation , SG perlormance test etc ,) 

Recovery procedures 
-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AMS) 

SPES SBLOCA , SGTR , SLB , ADS , Transients , ATWS 

IIST EOP , PCCS lor APWR 

m 

ι
 



표 1.2-30ECD 프로그램을 통한 PKL 실험 

(a) OECD-SETH 프로그램의 PKL 실험 

ε1 . 1 ~ ε2 ‘ 1 E.2.2 E2.3 E3.1 

Scenarl。 Inherent Boron Dllullon durlng SB.LOCA loss of RHRS 

Toplcs 01 Symmetr)l of natur혀 clrrulatlon 5ta이에'P Maximum oondensale acclI1lulations E..o1띠ioo 0' heat remov경， 110\'￥ 

Investlgatlon and oonseqlJ용nces ，.어 oorOl1 800 mlnlml.fT'l boron concentrations panem boron dislrlbuUon and 
concentralion interrelation bel\' .. een each other 

Break I RCS 40 ζm2 break In hot leg 32 cm2 bl'eak in 50 α"'b‘-e8k in hot RCS Intact and close에 Integrlty roId leg 1.9 
HPSI 4 SIPs, cold legs 4 SIPs, hot regs 2 SIPs. co써 le95 2 SIPs, hol le95 Nol in operalion 

ECCS ACCs AII 4 1"101 le영 ACCs Si」ccesslve 1npjhea해segi ln |ate test 

LPSI I n lα all 4 c(껴d le95 Inlo alI4 hot le9s Inlo 2 cold le95 Inlo 2 hollegs Nol in operalion 
cvcs No‘ In 얘era앙여1 

ExtrI bor. system No‘ In 얘앙싫어1 

RHRS Not in ope‘al i，α1 In operatlon in final lesl 때1ase 

SG 훌ee . sldes 100 KIh (a114 SGs comectec:l by main steam header) SG1 α)f'll r혀1.깅 리 2 bar, others 
I s해"ed 

Tab. 1: PKl l1I E -Test Matrix 
• per10rmed wlttlln the precedlng natlona’ pκ~ram 

Test Series Test Description “ 

F 1 Boron dilution events after small break loss ofcoolant accidents 
(2 Tests) 

F2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during mid-Ioop operation with 
closed reactor coolant system (2 Tests with 5 Test R니ns) 

F3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during mid-Ioop operation with 
QQ르n reactor coolant system (1 Testwith 2 Test Runs) 

F4 Test do be defined in agreementwith the project partners 
according to the state of discussion concerning still open issues 
(1 Test) 

떠
 



표 1.2-4 OECD-ROSA 프로젝트의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예산 

(단위 US$ lOOO) 

주요 연구 내용 2005 2006 2007 2008 2000 겨1 

안전주입시의 열성충 현상 370 330 180 0 0 880 

Water hammer와 같은 불안정 
0 270 90 0 0 360 

열수력 현상 

고출력 자연순환현상 50 50 180 180 0 460 

과열증기의 자연순환 현상 
/ 

390 180 180 800 ‘- 0 50 

이차계통 감압시의 일차계통 냉각 0 310 180 0 0 490 

안전현안(원자로용기 파단 LOCA, 
440 0 0 660 0 1. 100 

LBLOCA시의 증기웅축현상) 

운영 및 실험결과 보고서 작성 20 20 20 20 30 110 

/ 계 880 1.030 1.040 1,040 210 4,200 
l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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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3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표 1.3-1의 단계별 연구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 2단계 연구의 핵심 

적인 목표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시설의 구축이다. 과제 착수 

시점에서의 목표는 2단계 기간 중에 장치 구축을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시작 

하고， 3단계 기간인 2005년 10월 준공하는 것이었다 그 후 다음 요인에 의 

해 추진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2005년 중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장치를 

준공할 수 있도록 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APR1400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시의 재관수 (Ref]ood) 단계에서의 강 

수부 노심 연계 거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약 6개월간의 기본설계 최 

적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엽의 예산 배정 계획에 의해 2004년까지 설치를 

위한 전체 예산 확보 불가(2005년까지 지출 펼요) 

고온고압 사고 모의 장치에 대한 국내 엽체의 기술 수준 미흡 

실제로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과제의 제2단계 연구는 다음 

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1차년도(2002):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설계 최적화(ATLAS 기본 

설계) 및 제작/설치 추진체계 구축(계약 체결 포함) 

2차년도(2003) ’ ATLAS 실험장치 상세 설계 및 기기 구매/제작 착수 

3차년도(2004) ’ ATLAS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 

제2단계의 1차년도 연구 착수 당시， 신형경수로 APRl400을 1/ 1 높이， 

1/ 300 체적， 실제 운전 온도 및 압력으로 모의하는 종합효과실험장치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있었다. 그러나 APRl400 표준 설계 인가에서의 조건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실험장치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화 작엽을 수행한 

결과， 1/ 2 높이， 1/ 288 체적비의 아틀라스(ATLAS) 설계가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나리오 예비 해석， 수차례의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국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2002년 9월 ATLAS 기본설계 최적화가 완료된 후， 2단계 착수시의 

2005년 10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세설계 제작/설치 시운전 작엽을 

일팔 발주하기로 결정하였다 ATLAS 상세설계/제작/설치를 위한 주계약자 

선정 과정에서는 입찰 가격 차이로 인한 1차 유찰을 거쳐 2003년 1월 두산 

중공엽(주)과 계약이 처1 결되었으며， 2003년 3월까지 한국전력기술(주)이 상세 

설계 엽무를 지원하고 (주)일진정공이 제작/설치 엽무를 지원하는 사엽체계 

π
 
υ
 



가 구성되었다. 

계약 이후 ATLAS 구축 사엽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한 
차례의 계약 유찰로 인한 기간 손실과 장치의 상세 설계， 제작 설계， 기기 

제작 및 설치 등에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에 대한 참여엽체 경험/기술의 미흡 

으로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는 조금씩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2005년 중에 실험장치를 준공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소 연구진 및 참여엽체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제 2단계에서 수행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ATLAS 기본설계 최적화 

APRl400을 높이/길이비 1/2, 단면적비 1/ 144 (체적비 1/288)로 모의 

한국표준형원전 KSNP의 핵심 설계 특성도 반영 

2) ATLAS 실험장치 제작/설치 

ATLAS 실험장치 상세 설계 

기기 제작 및 구매 

실험장치 현장 설치 

3) 종합효과실험 지원기술 개발 

특수 계측 기술 개발 및 적용 

사고 시나리오 예비 해석 및 실험 절차 개발 

장치 구축 및 운영 을 위 한 QA 체 계 구축 

m 

ω
 



표 1.3-1 세부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구 분 l 목 표 

챔
 

조
 
。치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구축 및 1단계 

실험 수행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필요기술 개발 
1단계 (97-01) I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기본설계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상세설계， 제작 및 
2단계(02-04) I 

설치 (APR1400 대비 1/ 300 축소 규모) 

1단계 열수력 종합실험 수행 

APRl400, KSNP 종합열수력 실험 

3단계(05-06) μ . 운전 안전성 향상 및 운전 최적화 실험 
안전계통 설계개선 지원 실험 

최적계통분석 통합코드 검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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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2단계 연도별 연구 내용 및 범위 

구분 연구 내용 및 범위 

실험 계획 재검토 및 최적화 

1차년도 
실험시설 기본설계 최적화’ APRl400 대비 1/ 2 높이， 
1/ 288 체적 실험장치 기본설계 

(2002) 
실험시설 제작/설치 주계약 체결 및 상세설계 착수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지원기술 개발 

실험장치 상세/제작설계 및 제작 · 구매 기술사양서 개발 
. 

ATLAS 실험시설 주요 기기 제작 및 구매 착수 

2차년도 Key Test Matrix 사고 시나리오 예비해석 

(2003) 국소 열수력 현상 실험 ’ 냉각재 배관 및 강수관에서의 

유동 현상 규명 
/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지원기술 개발 / 
~ 

ATLAS 실험시설 구매， 제작 및 설치 
‘、x

3차년도 ATLAS 실험시설 기기/계통별 성능 확인시험 (차기 

단계로 순연) 
(2004)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지원기술 개발’ 주요 시나리오 

예비 해석， 예비 실험 절차서 개발 

m 

ω
 



저11 4 절 연구 수행 방법 

가 추진 전략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추진 전략 하에 진행되어 왔다. 

1) 장치설계 최적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장치 이용의 극대화 추진 

APRl400을 기준원전으로 하되， KSNP 설계 특성도 반영함으로 

써 신형원전 및 가동 중 원전에의 적용성을 극대화 

계통 변경 및 미래 실험 수요에 대비한 설계 유연성 확보 

국내 산엽체 및 규제기관의 기술 수요 및 안전현안 발생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기술 체계 구축 

규제기관， 산엽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반적인 장치설계， 활용방안의 제고 및 세부 실험계획 수 

립에 의견 적극 반영 

2) 세계 수준의 기술 개발 

국제 협력을 통한 세계적 전문가 활용’ 특히 ]AERI, 퍼듀대， 

Fra-ANP 협력 

생산될 실험 데이터의 고유 가치 확보 

첨단 계측기술의 응용 및 적용기술 개발로 실험데이터의 활용성 

극대화 

3) 타 세부과제와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 

고온 고압 열수력 실험장치 설계/운영 기술 적극 활용 

실험장치 설계 및 시나리오 예비 해석에 코드개발 전문가 적극 참여 

나 ATLAS 구축을 위한 체계 

ATLAS 제작 · 설치 사엽의 주계약자는 두산중공엽(주)이며， 한국전력기술 

(주)과 (주)일진정공이 각각 상세설계 분야와 기기 제작 · 설치 분야의 하도급 엽 

처1로 참여하고 있다. 처1 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엽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연구 

소 연구팀도 분야별 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4-1은 

ATLAS 제작 · 설치 사엽체계 및 연구팀의 과제 수행체계를 보여준다. 

한편 ATLAS 제작 · 설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다음과 같은 정기 회의 

를 통해 원활한 사엽 추진을 꾀하고 있다 

매 6 개월마다 반기 PRM 

매월말 SRM: 월간 진도 점검 및 주요 쟁점사항 해결 

매주 목 금 참여엽체간 기술회의’ 기술적 쟁점사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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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소내 분야책임자 회의 

매주 관련 계통분야 기술회의 

다 국내외 기술 자문 

국제적인 열수력 안전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ATLAS 장치의 제작 설 

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여 왔다 2단계 기간 동안 

진행된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전문가 회의 

2002년’ 3회(실험 매트릭스 및 1/ 2 높이 장치로의 최적화 타당성 

검토) 

2003년’ 3회(장치 설계 및 실험계획， 안전해석 전문가회의， 열수 

력실증실험연구회) 

2004년: 1회 (LBLOCA 현안 관련) 

2) 국내 회의/워크삽 주제 발표 

제 1 ，2차 원자력 안전해석 심포지염 (2003 ， 2004) 

열수력 실증실험의 성과와 미래 워크삽(2이4) 

3) 외국 전문가 기술 자문 

일본 LSTF팀 LSTF 설계자료 제공， 다수의 기술 자문(’02.11 ， 

’03.06, ’03.09, ’03.10) , ’05.01 3인의 전문가 KAERI 파견(l주일) 

Purdue 대 학(Prof. Ishii, Prof. Revankar): ATLAS 기 본설 계 검 

토(’02.06 ， ’03.10) , 다수의 PUMA 관련 자료 제 공 

Frarnatome-ANP의 PKL팀 ’ ATLAS 기 본설 계 검 토(’02.09 ， 

’03.10), PKL 자료 제 공 

기타， 미국 Oregon주립대 묘EX팀， 대만 원자력연구소 IIST팀 

4) 국제 학술대회/회의에서의 소깨 

NURETH- lO (’03.10), KAIF/ KNS (’04.04), OECDφ-lEA-GAMA 

(’04.09), NTHAS-4 (’04.11) 

라 실험장치 구축 일정 

2단계 기간 동안의 실험장치 구축 일정 계획과 실제 추진 경과는 그림 

1.4-2에 예시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 조정은 ATLAS 장치의 효용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불가피하였으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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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 

(상세설계 지원) 
일진정공(주) 

(저|작‘ 설치 지원) 

(가) ATLAS 제작 · 설치 사엽체계 

자문위원회 

QA 분야 

기술관리 

겨|통별 담당자 

(나) 연구팀의 과제 수행체계 

그림 1.4-1 ATLAS 제작 · 설치를 위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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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ATLAS 구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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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5 절 최종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2단계 3년간 수행된 연구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술하 

고 있다. 다만 ATLAS의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부 내용은 별도로 발행 

되는 기술보고서 또는 설계 문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본 보고서에는 비교 

적 간단하게 다루었다.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2002년도 전반기에 수행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기본설계 최적화의 결과， 즉 ATLAS 장치의 기본 설계 내용을 기술하고 있 

다. 여기에는 유체계통 설계뿐만 아니라 계측 제어 계통 설계와 타당성 평 

가 결과도 포함된다. 

제 3 장에서는 ATLAS 제작 · 설치 계약 이후 수행되어 온 상세설계， 

기기 제작 및 구매， 실험장치 설치， 품질 보증 둥을 기술한다 이 부분은 광 

범위한 설계 문서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다룬 

다. 

제 4 장은 ATLAS의 성공적인 제작 · 설치와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된 지원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측기술， 핵심 사고 시 

나리오 예비 해석， 운전 절차서 등이 포함된다. 

제 5 장은 제 2 단계 연구에 대한 결론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보고서 본문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보충 자료들은 부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기술보고서 

나 설계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싱
 



제 2 장 ATLAS 실험장치 기본설계 최적화 

저11 1 절 실험 계획 및 기본 설계 요건 

1. 기본 실험 계획 

TMI 사고가 발생한 1979년 이후 건설된 대부분의 열수력 종합효과실 

험장치들은 주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고들을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5월 발급된 APR1400에 대한 “표준 

설계인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 사항이 부과되었다. 

0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방식(DVI)의 안전주입계통 설계와 관련하여 대형 냉각 

재상실사고(LBLOCA) 후 강수부에서 나타나는 안전 주입수 우회， 비등현상 

등이 노심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 ·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함. 

강수부/노심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해석방법의 보완 또는 최적전산코 

드를 이용한 실제적 발전소 거동 및 불확실성 분석 

따라서 LBLOCA시의 DVI 거동을 주요 사고 시나리오로 상정한 1단계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재확인되고 실험장치 준공 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시나리오로 확정되었으며， 1/2 높이， 1/144 단면적의 ATLAS 설계를 채택함 

과 동시에 기존의 실험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과제에서 수행될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외국의 다른 대형설비들에 

서도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시나리오를 재현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 

내 원전(APRl400， KSNP)의 고유한 설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국 

제적으로도 실험데이터의 고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중요한 실험 항목으로는 DVI 관파단 사고와 주증기관 파단사고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 (DVI) 방식과 저온관 주입 (CU) 방 

식간의 열수력 거동 차이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효과실험장치의 고유한 시나리오로서， 또는 외국의 주요 종합 

효과 실험시설과의 거동 비교 실험 (Counterpart Test) 등을 위해 펼수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사고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순환 실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실험， 급수관 파단사고(FLB) ， 증기발생기 튜브파 

단사고(SGTR)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고관리 전략 검증 등 다양한 요 

구에 따른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며， 기본 실험 계획을 표 

2.1-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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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주요 실 험 항목의 목적 및 요건 

0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BLOCA) 모의 실험 

실험 목적 

- EOB 및 Ref!ood 기간 중 ECCS 설계 보수성 확인 

. 강수부 하부에서의 비등현상 파악 

실험 요건 

저온관 완전(200%) 파단 사고 모의 

강수부 하부에서의 비등현상 발생 여부 파악 

강수부 노심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재관수 거동 파악 

0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BLOCA) 모의 실험 (DVI 관파단 포함) 

실험 목적 

· 파단 스펙트럼에 따른 ECCS의 성능 평가’ CLI 방식 대비 특성 평가 

-DVI 파단시 노심 노출 가능성 평가 

실험 내용 

· 저온관 파단 설계 기준 사고 (파단 스펙트럼 ) 

-DVI 관 파단 설계 기준 사고 

0 주증기관 파단사고(MSLB) 모의 실험 

실험 목적 

· 노십 건전성 확인을 위한 노심 과냉각 평가 

-DVI 채택에 따른 보론의 거동 특성 평가 

실험 내용 

전출력 또는 저출력에서의 주증기관 완전파단 사고’ LOOP 및 정상 

유량조건 

고려대상 제외， 노심의 재임계 출력상승， 격납건물 외부 파단 

0 증기발생기 튜브파단사고(SGTR) 모의 실험 

실험 목적 

· 세관 파단시 안전계통의 설계 성능 확인 및 1，2차계통의 거동 평가 

실험 내용 

파단 범위 및 위치， 튜브쉬트 근처의 단일세관 또는 다중세관 파단 

운전상태’ 전출력 또는 정지운전 

상사물을 이용한 방사능 물질 전달 모의 

0 급수관파단사고(FLB) 모의 실험 

실험 목적 

· 주급수관의 파단시의 1차계통 열제거 능력 평가 

아
 
ω
 



실험 내용 

· 전출력 또는 저출력 운전 중의 주급수관 완전 파단사고 

. 파단 크기의 변화 

0 급수유량 전체상실사고(TLOFW) 모의 실험 

실험 목적 

. Bleed-Feed 운전에 의한 1차계통 열제거 능력 평가’ SDVS 채택시 

실험 내용 

· 급수 완전상실 사고 모의 : 1차측 및 2차측의 B!eed-Feed 운전 

3. 실험장치 기본 설계 요건 

1단계 연구 종료시점 (2002년 3월)에서 기본적으로 상정되었던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는 APR1400을 길이 및 높이비 1/1. 단면적 및 체적비 1/ 300 

로 모의하는 장치였다. 다만 2002년 초부터는 상세설계/제작/설치/시운전을 

위한 계약 추진 이전에 기존 설계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Ishii의 3단계 척도법에 따른 축소 높이 설계 개념을 비교를 위한 대안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런데 LBLOCA시의 DVI 거동에 대한 더욱 신뢰성있는 이해가 펼요 

해짐에 따라， 원자로용기 강수부 내 유체 거동의 실제적인 모의가 더욱 중요 

해지고， 일처1 형 환형 강수부(Integrated Annular Downcomer)를 가능하게 하 

는 축소높이 (Reduced Height) 실험장치의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2단계 착수 

후 연구팀은 전체높이 (Full Height) 장치와 축소 높이 장치 장치의 장단점 

비교 분석 및 예비 해석을 통하여 축소높이 장치의 상대적인 우수성을 확인 

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APRl400의 설계 

특성을 보다 잘 모의할 수 있는 1/ 2 높이. 1/ 144 단면적 (1/ 288 체적)으로 축 

소하는 장치가 채택되었으며， 핵심적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준원전: APRl400 (KSNP 설계특성 추가 반영) 

높이 및 길이비’ 1/ 2 

단면적비: 1/ 144 (체적비: 1/ 288) 

압력 및 온도비: 1/ 1 

모의노심 최대출력’ 축소모의 정상출력의 8% 

내구성 장치 설계수명: 20년 이상 

적용코드: ASME Sec. VIII + 피로해석 + QA + ... 

척도 해석 방법론’ Ishii 등의 3단계 방법론’ 종합적 거동 모의 및 주 

요 기기의 핵심 현상 재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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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해석시 주요 고려 사고’ 자연순환， SBLOCA, LBLOCA 
Ref!ood 

그림 2.1-1는 ATLAS 설계가 최종 도출되기까지의 설계 최적화 과정을 보 
여준다 

4. ATLAS 설계 최적화시 고려 사항 

앞에서 설명한 기본 설계 요건를 바탕으로 설계 최적화를 추진함에 있 

어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대상 원전 

. APR1400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모의 

. KSNP의 안전주입특성 반영’ 일부 척도 왜곡은 불가피 

고려 대상 사고 

. APR1400의 LBLOCA - Ref!ood 우선 모의 

. DVI관 파단， 저온관 SBLOCA, SLB, SGTR, FLB 등 중점 고려 
주요 고려 사항 

일차계통은 가능한 한 정확한 척도법 적용 

안천계통은 실제적으로 모의하되， 문천 편의성 및 비용 절감 고려 

이차계통은 SLB 및 FLB 관련 모의 및 일차계통 경계조건 제공 
성능이 확보되는 한도에서 단순화 

보조계통은 경계조건 및 운전성이 확보되는 한도에서 단순화 

계측제어계통은 비용/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지나친 고급화 

지양 

장치 의 Maintenance 및 확장성 고려 

얀
 



표 2.1-1 ATLAS의 열수력종합효과 실험 계획 

단계 실험 항목 실험 목적 

종합 
자연순환 

자연순환특성 확인 

시운전 계통해석코드 평가/검증 

LBLOCA Reflood APR1400 안전현안 해결지원 
(3+ ) 세계적 가치의 데이터 생산 맞 코드 검증 지원 

Phase-I DVI Line Break 세계적 가치의 실험 데이터 생산 

(2년) (4+ ) 산업체/규제기관/연구소 코드 검증 지원 

SBLOCA (8+) 
고유실험 데이터 생산 
산업체/규제기관/연구소 코드 검증 지원 

MSLB (2+) DVI 주입시의 붕산 특이 거통 

Phase-II SGTR (4+) 사고 진행 맞 코드 예측 성능 평가 

(3년) FLB (2+) 4 ’ 사고 진행 맞 코드 예측 성능 평가 

Mid-Loop Operation 열수력 특성 맞 코드 예측 성능 평가 

설계기준 초과사고 맞 사고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실험의 지속 추진 
Phase-III 산업체/규제기관 요청 시나리오 모의 

국제 공동 II 로그램 개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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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설거1> 

• Ref. NPP: KSNP 
• 11200 Volume Sc.1e 

• Full He엠ht 

• Full Pressur에Temp . 
• SBLOCA & Translenls 

for 1" Step Tesls 
• Extemal DC 

<2002 최 종설계〉 

• Ref. NPP: APR1400 
• 11288 Volume Scale 
• Reduced(lQ) Helght 
• Full PressurelTemp 
• LBLOCA & DVI Break 

for l ,t Step Tesls 
: Integrated Annular DC. 

Wide Applic.tions 
V.lue ofF.clllty 
V.lue of Data 
Cost Effectiveness 

DC Beh.vlor 
Unldentlfted Scenarlos 

• Ref. NPP: APRl400 
• 11300 Volume Sc.1e 

• FullHe얘ht 

• F ull Pressur짜emp . 
• SBLOCA & Transienls 

for 1" Step Tesls 
• DC Deslgn? 

l APR1때o Issues 
Value of Dala 

• Volume Sc.le ? 
• Full or Reduced Helght ? 

• Full PressurelTemp . 
• LBLOCA & DVI Bre.k 

for 1’‘ step resls 
• DC Design? 

그림 2.1 • 1 종합효과실험장치 설계 최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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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절 ATLAS 기본설계 개요 

ATLAS 실험 장치는 실험이 이루어질 사고 시나리오 별로 주요 현상 

에 대한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RaIÙüng Table) 작엽을 거쳐 계통 

설계 요건에 반영하였다. 즉， 사고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PIRT에 

서 계통별로 주요 현상을 도출하였고， 이중 중요도가 큰 국소 현상들을 계통 

에서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보존하기 

위해 계통 설계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사고 모의에서 발생되는 모든 국 

소 현상을 동일한 실험장치에서 보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ATLAS 실험장치 설계과정에서는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 DVI 배관 파단 사 

고， 그리고 주증기관 파단 사고에 대해 PIRT가 수행되었다. 

1. 주요 사고에 대 한 PIRT 고칼 

가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APRl400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PIRT는 Wilson등에 (2001) 의해 수 

행되 었다.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는 blowdown , refill, reflood, long term 

cooling으로 나뉘었다 PIRT에서는 사용자의 지식수준과 현상의 중요도가 각 

각 5단계로 분류되었다.PIRT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의 지식수준과 비교하여 다음에 대한 실험적 고 

찰이 필요하다. 

Fluidic device 

DVI injection into the downcomer 

Non-condensable gas effects in the downcomer 

안전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Transition boiling on the fuel rods 

De-entrainment in the downcomer 

또한 LBLOCA 재관수 기간중 강수부 비등 현상에 대한 연구가 펼요함 

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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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VI 배관 파단 사고 

DVI 배관 파단 사고에 대한 PIRT는 Chung등에 (2003) 의해 수행되었 

다. DVI 배관 파단 사고는 사고 시나리오 별로 pre-trip blowdown, 
post-trip blowdown, refill 그 리 고 long term cooling으로 구분 되 었 다 PIRT 

에 의하면 다음의 현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The cold leg-downcomer-break flow path(knowledge level 2, 
importance 5) 

Countercurrent flow at a downcomer (Jmowledge level 2, importance 

4) 

The fluidic device flow during a SBLOCA(Jmowledge level 3, 

importance 5) 

Condensation at a downcomer(knowledge level 3, importance 5) 

Two-phase performance of the pumps (Jmowledge level 3, importance 

4) 

Upper head-to-upper plenum flow (Jmowledge level 3, importance 4) 

Multidimensional flow in the downcomer (Jmowledge level 3, 
importance 4) 

다. 주 증기관 파단 사고 

주증기관 사고에 대한 PIRT는 Song등에 (2003) 의해 수행되었다. 
;ζ1 

Tτr 

기 관 파단사고는 pre-trip, cooldown 그리 고 safety inj ection으로 구분 되 었 

다.PIRT 수행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현상들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Heat transfer on the outer surface of the steam generator tubes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5) 

Void distribution in the secondary side of the steam generators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5) 

Liquid entrainment in the separators(Knowledge level 2, Importance 

5) 

Mixture level in the separators(Knowledge level 3, Importance 5) 

Boron mlxmg in the upper downcomer(Knowledge level 3, 
Importance 4) 

밍
 



Boron transport in the lower plenum(Knowledge level 3, Importance 

4) 

Thennal mlxmg in the lower plenum(Knowledge level 3, Importance 

4) 

Storedenergy release in the upper head(Knowledge level 4, 

Importance 5) 

Flow to and/ from the upper head(Knowledge level 4, Importance 5) 

2. ATLAS 실험장치의 기본 척도 해석 

가 설계개념 

원자로를 축소 모의하는 소형 실험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 

설계에 적용될 척도해석 방법론이 선정되어야 한다. ATLAS 실험장치는 개 

념 설계 단계에서 APRl400 대비 l ’ l 높이를 갖는 체적비 300:1의 체적 척도 

법이 적용된 실험 장치와， 높이가 1/2로 축소되고 체적비가 1/288인 가상적 

인 실험장치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형냉각재 상실 사 

고，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주증기 배관 파단 사고 및 증기 발생기 세관 파 

단 사고 등에 대해 각각의 척도 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토에 추후 실험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고 

관리 실험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었다. 

검토결과 체적비가 300:1 정도인 실험장치에서는 원자로 1차 계통에서 

발생되는 다차원적 유동 현상의 보존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1차 계통의 구조 

물에 축적되는 축적열의 척도 왜곡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높이비 1/ 2, 체적비 1/288의 Ishii 3단계 척도법이 적용된 실험장치는 이러한 

척도왜곡이 최소화 될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ATLAS 실험장치는 

APR1400 대비 높이비 1/ 2, 체적비 1/288의 Ishii 3단계 척도법에 의해 설계 

되었다 표 2.2-1에는 이러한 척도법이 적용된 ATLAS 실험장치의 전체적인 

개념 설계안이 정리되었다. 이러한 ATLAS 실험장치의 척도 선정에서는 다 

음의 사항들이 심도 깊게 고려되었다. 

높이비를 1’ 1로 유지하거나， 1/2로 축소하는 실험장치에서 체적비가 동일 

한 경우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실험장치 

의 목적과， 원형인 원자로의 기하학적 특성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 

하여 척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ι
 



기존 안전 해석 코드들은 기존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사고를 잘 예측한 

다. 

APR1400의 주요 특정 중 하나인 원자로 직접용기 주입 방식의 안전주 

입 노즐을 채택한 본격적인 종합효과 실험장치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특히， 기존의 안전해석 코드가 ARP1400과 같이 원자로 직접 용기 주입 

방식의 안전주입 계통을 채택한 원자로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모의시 

재관수 기간에 발생되는 열수력 현상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APRl400을 기준 원자로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형 강수부는 실험장치의 원자로 강수부 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 

는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의 모의에 유리하다. 

강수부 간극 크기 결정을 위한 물 공기 실험에서 강수부 간극이 2.5cm 

이상이 되는 경우 강수부 간극의 크기 차이에 따른 심각한 수력현상의 

왜곡은 관측되지 않았다 

APR1400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안전주입수 우회 현상을 다룬 개 

별효과 실험인 MIDAS 실험연구 결과는 APRl400의 강수부 상부에서 발 

생되는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의 모의에 환형 강수부가 적합함을 보여줬 

다. 

Ishii 척도법을 채택한 높이가 축소된 실험장치에서는 핵연료 봉에서 발 

생되는 열속의 증가가 불가피한데， 1/4과 같이 높이비가 지나치게 축소되 

면 핵연료 모의 봉에서의 열속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열전달과 관련된 현 

상들에 대한 척도왜곡이 심각해질 수 있다. 

나 계통의 공학적 설계 

ATALS 실험장치 계통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척도 해석， 각 계통간 경 

계면에서의 물질 및 에너지에 전달량 척도 해석， 그리고 국소 현상 척도법으 

로 구성된 Ishii (l998)의 3단계 척도법에 의해 설계되었다. ATLAS 실험장치 

에 적용된 주요 척도 값은 표 2.2-2에 정리되었다. 

(l) 유체， 온도， 압력 

ALTAS 실험장치는 APR1400과 같이 동일한 유체와 온도， 압력 조건 

에서 운전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 되었다 이는 실험장치 척도해석 과정에서 

불성치에 의해 발생되는 척도 왜곡 현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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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실험장치는 최대 20 MPa에서 운전될 수 있게 그 설계 요건이 정립 

되었다. 실험장치 재질은 운전시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STS로 선정되었 

다. 

(2) 원자로 용기 및 노심 설계 

원자로 용기 및 모의 노심은 동 계통에서의 온도， 압력， 체적 그리고 

유동을 보존하게 설계되었다. 원자로 용기 중 강수부는 강수부내의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 유동 양식 천이 및 표면장력 효과를 척도 해 

석의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국소 현상 척도 해석에서는 기포 계 

수， 수위， 유동 양식， 유동의 역류 현상， 안전주입수 우회 현상， 증기 응축 현 

상 압력 강하 그리고 구조물 축적열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ALTAS 실험장치의 주요 계통은 대부분이 1단계 척도 해석법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환형 강수부는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국소현상에 척도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그 간극을 증가 시켰다. 이를 통해 강수부에서 발생되 

는 다차원적 유동 현상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강수부에서 증가된 체적 증가 

분은 원자로 하부 용기 플레넘의 체적 감소를 통해 원자로 용기 내 전체적 

인 체적을 척도 왜곡을 최소화 하였다. 증가된 강수부 간극에 기인한 증가된 

강수부의 체적은 강수부 내에서의 기포계수， 압력 강하 등 국소 현상들에 영 

향을 준다 그러나， 소형의 실험장치에서 불가피 하게 증가되는 구조물 축적 

열 및 강수부 내 열전달 단면적(강수부 표면적)은 강수부내 기포 계수를 심 

각하게 증가 시키고， 이에 의한 증가량은 강수부의 체적 증가에 따른 기포율 

의 감소 양보다 휠씬 크다. 또한， 증가된 강수부 간극은 강수부에서의 압력 

강하를 감소시킨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원자로의 하부 플레넘 및 노심 입 

구의 구조물에서 형상 손실 계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원자로 용기 및 노심사 

이에 발생되는 전제적인 압력 강하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통 

해 압력강하의 왜곡에 따른 유동 분포의 왜곡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노심에는 핵연료봉을 모의하는 3967H 의 전기 전열봉이 설치되었다. 노 

심에 삽입된 전열봉의 직경은 ARP1400의 핵연료 봉 직경과 동일하여 과도 

상태에서의 열수력학적 거동 모의에 유리하게 하였다 이때， 노심의 전열봉 

에서 증가된 축적열은 초기 조건 모의 시 전열봉에 인가되는 전력의 조절을 

통하 여 보존할 수 있다. ATLAS 원자로 모의 노심부의 총 열출력은 정상상 

태 출력 값의 8%에 해당된다. 표 2.2-3에는 원자로 용기 및 모의 노심부의 

주요 설계 변수들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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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차계통 배관 

ALTAS 실험장치의 1차 계통 배관은 APR1400과 같이 2개의 고온관， 

4개의 저온관 그리고 4개의 중간관으로 구성된다 1차 계통 배관 설계는 배 

관에서 발생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의 보존을 위해 기본 설계 과정부터 국소 

현상 척도 해석법이 적용되었다. 

고온관 설계에서는 수평관에서 발생되는 유동양식인 성층류 유동의 보 

존을 위해 Fr무차원수 척도법을 적용하였다. Fr무차원수는 그 정의가 Wallis 

무차원수와 동일하여 이를 적용시 고온관에서 발생되는 역류유동 제한 현상 

을 동시에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Fr수 척도법은 저온관 설계에도 공통적으 

로 적용되었다 수평관에서 성층류 유동 양식이 보존되면， 수평관 내의 수위 

는 자동적으로 보존된다 중간관 설계는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에 발생되 

는 loop seal clearing현상을 보존하기 위해， 수평관에서는 Fr 척도법을， 수직 

관에서는 면적비를 적용하여 각각의 직경을 결정하였다. 

각 배관의 높이 기준은 배관 중심을 기준으로 설계 하였으며， 따라서각 

일차계통 배관 중심과 타 계통간의 상대적인 높이차가 보존되었다 일차 계 

통의 주요 척도비는 표 2.2-4에 정리되었다. 

(4) 증기 발생기 

증기 발생기는 1차 계통과 2차계통간의 열전달이 발생되는 중요한 겨1 

통이다 증기 발생기 설계는 다음의 주요 현상이 보존되게 설계하였다 

증기 발생기 내의 비등， 응축 그리고 세관에서의 역류유동 제한 현상 

2차 계통에서 1차 계통으로의 역 열전달 현상 

1차 계통의 열전달을 보존하기 위한 증기 발생기 2차측 설계 

증기 발생기 강수분에서의 수위 증감 

증기 발생기 설계는 기본적으로 l단계 척도법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러 

나 증기 발생기 세관의 경우 세관 직경이 원형과 동일하게 유지되게 되면 

열전달 단면적이 증가되어 총 열 전달량의 증가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세 

관 직경은 1차 및 2차 계통간의 열전달량을 보존하기 위해 국소 척도법을 

적용하여 그 직경을 결정하였다 이에 세관의 직경은 감소되었으며， 전체적 

인 체적을 보존하기 위해 세관의 수는 증가되었다. 이렇게 줄어든 세관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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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보존하는데도 유동제한 현상을 역류 발생되는 발생기 세관 내에서 키
 끼 

즈
 
。은 

해석 

발생기 주요 척도비는 표 2.2-5에 정리되었다 

국소척도 설계 과정에서 상세 제한 현상은 역류유동 

키
 끼 

즈
 
。

이러한 

에 의해 평가 되었다. 

유리하다. 

일차 계통 (5) 그 외 

고온관 그러나 설계되었다 척도법에 의해 1단계 기본적으로 가압기는 

압력강하， 배관에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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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관 및 서지배관 연결하는 과 가압기를 

off take현상을 보존하게 국소 척도 고온관 연결부에서의 。죠=회 λL 디1 
lT""i 냥1 임계 

관련 배관의 직경 연결된 각종 밸브 및 적용되었다. 가압기 상부에 해석법이 

결정되었다 표 의해 척도법에 국소 보존하게 압력강하를 및 
。 þ

lT~누 임계 은 

주요 척도비가 정리되었다 

1차 계통에서의 

2.2-6에는 가압기의 

고려 직~A-1 도L 
L ιt 정상， 비정상 상태의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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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이 펌프는 canned motor 펌프로， 사용시에 설계하였다 선정된 하여 

정상상태 고려하여 브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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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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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용량은 펌프의 방지된다 본적으로 

척 주요 펌프의 순환 원자로 설계하였다 표 2.2-7에는 25%가 되게 

도비가 정리되었다. 

유량의 

(6) 안전 계통 

계통과 안전 가압 계통으로 안전 계통은 안전주입 ATLAS 실험장치의 

그 펌프 고압주입 탱크， 2개의 안전주입 계통은 4개의 구성되었다.안전주입 

구성된다. 또한， charging 정지 냉각 계통으로 및 펌프 리고 2개의 저압주입 

설 연료 개장전용 수조가 모의되었다 안전 주입수는 강수부 상부에 

노즐과 저온과 노즐에 

펌프 및 

주입이 가능하게 구성되 용기 주입 직접 

선택에 의해 

치된 원자로 

어， 사용자의 노즐이 선택된다 안전 주입수 주입 

구성 

관련 배관으로 대 

밸브로 연결된 4개의 

날R 님 딘] 
•• <

계통에 

단순화를 위해 1개의 

2개의 안전 감압계통은 APR1400이 

되나， ATLAS에서는 계통의 

처1 되었다 

방 

값으로 

설계되었으며，대기로 

원하는 압력을 내 

있게 

격납용기 

% m 

/-
T 계측할 

통하여 

파단유량을 

2ζ .;A;~ -2.. 
{닌근 출되는 

제어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적절한 

격납용기 계통은 

증기량의 



(7) 2차 계통 및 보조 계통 

2차 계통 및 보조계통은 계통을 단순화하여 설계하였다 이는 ATLAS 

실험장치가 1차 계통에서 발생되는 주요 현상을 실험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증기관 파단 사고나 주 급수관 파단 사고는 적절히 모 

의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와 더붙어 2차 계통은 기능적으로 1차 계통의 

초기치 및 경계 조건을 유지하고， 2차 계통으로 전달되는 열전달을 모의하는 

데 충실하게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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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ATLAS 실험장치의 주요 설계 변수 

Rεf바응n∞ plant 

H응ight and length scal응 

Ar응a scal응 

Volurn응 scal응 

pr응ssur응 and ternp응ratur응 

κ1ax. cor응 pow응r 

D응SI망d~응 for rnajor cornponents 

R~essur응 V응ss응1 cod떠 for rnaior cornpon응nts 

APRI400 (+ KSNP sp응cific d응sign f，응atures) 

1/2 

1/144 

1/288 

1/1 (prototypic conditions) 

8% ofth응 scal응d norninal pow이 

> 20 yrs 

ASκ1E B&PVCod응， S응c. VIII , Div. 2 

표 2.2-2 ATLAS 실험장치 설계를 위한 척도비 

Pararn응t응rs Scaling Law ATLAS DεSlgn 

L응n힘h 10R 1/2 
、 4 

Diarn응tζr 

\‘X ‘// 
doR 1/12 

Area αoR (~do/) 
/ / 

1/144 

Volurn응 

\*、 엇“ aoR ιR 1/288 

T응rnperature distribution 1 

「
1 

Tirne scal응 、‘~- 10R 1/1 .414 

V려ocity 10R 1/1 .414 

Pow이이lolurn응 「.\ lOR Iδ 1.414 
「‘

H응at flux lOR Iα 1.414 

Core pow응r QoR l 1oR l/2 1/203.6 

Rod diarn응t응r (core, SG) \ 1 1 
、

No. ofrods (corζ SG) aoR 1/144 

Flow rat응 QoR l 1oR 1/2 1/203.6 

Core inl앙 subcooling 1 1 

Purnp h응ad 10R 1/2 

pr응ssur응 drop loR 1/2 

얘
 
∞
 



표 2.2-3 원자로 용기 및 모의 노심부의 척도비 

Pararn응t응rs APR1400 (P) ATLAS (M) M/P 

Op응ration pr응ssur 응 (κ1Pa) 15.13 15.13 1/1 

D응SI망1 pressur응(κ1Pa) 17.24 20.0 

D응SI망1 ternperature (oC) 343.3 370.0 1.08 

Coo1ant tζrnp. at core in1et (oC) 290.6 290.6 1/1 

Coo1ant tζrnp. at core 응xit (oC) 325.0 325.0 1/1 

Systern flow rat응 (kg/s) 20991.6 103.08 1/204 

Core flow ratζ (kg/s) 2036 1.6 100 .40 1/203 

Core bypass flow rat응 (kg/s) 630 2.68 1/235 

Tota1 pressur 응 drop (kPa) 399.90 199.95 1/2 

Tota1 coo1ant vo1urn응 (rn3) 
j 159.067 0.546 1/291 

Tota1 h응ight (rn) 14.95 5.88 1/2.5 

Gap siz응 of downcorn이 (rnrn) 254.1 26.2 1/9.7 

Fu려 rod diarnεtεr (rnrn) 9.5 9.5 1.0 

Nurnber of fu려 rods (응a) 56,876 39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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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일차계통 배관 주요 척도비 

Pararn응t응rs APR1400 (P) 

Hot 1eg 

- Nurnber(응a) 2 
- Inn응r diarnεt응r(rn) l.068 

- Vo1urn응(rn3) '1 
5.405 

- Lengtb(rn) 6.27 

Co1d 1eg 

- Nurnber(응a) 4 

- Inn응r diarnεt응r(rn) 0.762 
\ '1 - Vo1urn응(rn3) 3.3 

- Lengtb(rn) ￡ 7.24 

Interrnediat응 1응g 

- Nurnber(응a) 4 
'2 - Inn응r diarnεtεr 아IIV) • (rn) 0.762 

t 

- Vo1urn응(rn3) / 3.82 

-Lζngtb(rn) 
ι‘ 8.38 

‘ 
ι , , 

*l Vo1u111εS ofnozz1εS of RX, and SG arε includεd 

2 H: Horizonta1 Pipε ， V:Vεrtica1 Pipε 

- 40 -

ATLAS (M) 

2 

0.1288 

0.02322 

1.754 

4 

0.0873 

0.01146 

l.946 

4 

0.0873/0.0669 

0.0154 

3.84 

M/P 

1/1 

1/8.283 

1/233 

1/3.57 

1/1 

1/8.73 

1/288 

1/3.72 

1/1 

1/8.73, 1/1 l.4 

1/248 
/ 1/2.18 



표 2.2-5 증기발생기 주요 척도비 

Pararn응t응rs APR1400 (P) ATLAS (M) M/P 

Tub응 h응ight(rn) 10 5 1/2 

Nurnb이 ofSGs(응a) 2 2 2 

Nurnb이 ofUtub응s(응a) 12559 179 1/70.2 

Tota1 h응at transfìεr ar응a (m2) 925 1.2 44.8 1/206.5 

Stearn pr응ssure(κ1Pa) 6.9 6.9 1/1 

T응rnp응xatur응(QC) 291'C 291'C 1/1 

Utub응 ODαD(rnrn) 19117 14.211 1.8 1/1.34, 1/1.44 

Utub응 pitch(rnrn) 25 20 1/1.25 

Utub응 1응n힘h (Avg.)(rn) 19.9 \ 9.46 1/2.1 

SGtota1 h응ight(rn) 2 1.1 9.42 1/2.24 

SGupp이 h응ad diarnet응r(rn) 5.89 0.52 1/1 1.3 

SG10w이 h응ad diarn응t응r(rn) 、 4.9 0.43 1/1 1.4 

Tota1 prirnary sid응 vo1urn응(rn 3) 84 0.282 1/298 

Tota12ndary sid응 vo1urn응(rn 3) 328 1.11 1/295 

표 2.2-6 가압기 주요 척 도비 

Pararnζtζxs APR1400 (P) ATLAS (M) M/P 

D응Slgn pr응ssur응α1Pa) 18.97 19.99 

Workingpr응ssure(MPa) 1 15.51 ’ 15.51 1/1 

D응SI망1 ternp응ratur응(QC) 371.1 / 371.1 1/1 

PZR vo1urn응(rn3) 67.96 0.236 1/288 

PZR area(rn2) 15.43 0.107 1/144 

PZRh응ight(rn) 6.757 3.377 1/2 

Bottorn 려εvation(rn) 2.445 0.204 1/12 

Surg응 lin응 mnζr diarn않r(rn) 0.269 0.03 1/8.38 

Choking inner diarnεt응r(rn) 0.257 0.0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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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원자로 순환펌프 주요 척도비 

Pararn응t응rs APR1400 (P) ATLAS (M) M/P 

Nurnb응rofRCP 4 4 1/1 

Typ응 Centrifuga1 Carrn뼈 rnotor 

Suction diarnet응r(rnrn) 762 66.9 1/1 1.4 

Discharg응 diarnεt응r(rnrn) 762 87.3 1/8.7 

D응sign ternp응ratur응(o(기 343 .3 343.3 1/1 

D응Slgn pr응ssur응α1Pa) 17.24 17.24 1/1 

Ratζdh응ad(rn) 109.73 30 1/3.7 

Ratζd flow(rn3/hr) 276 17.54 35 1/789.1 

Ratζd sp응응:d(rprn) 1190 3600 1/3 

Ratζd torque(N-rn) / 59432 ~275 1/216.1 

In응rtia of rnorn응nturn(kg-rn2) 6211 0.15337 1/40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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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3 절 유체계통 기본설계 

실험장치의 유체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들은 기준원전의 일차 

계통， 이차계통， 안전계통， 보조계통 및 가상 파단부의 주요 기능을 재현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핵심이 되는 기계/배관 계통으로서， 주로 압력용기， 열교환 

기 펌프 및 전열기 등의 기기， 각종 수동 및 자동 밸브， 배관， 그리고 이들의 

지지구조물 등으로 구성된다. 

일차계통 (원자로냉각재계통)은 1개의 원자로 모의용기 (RPV; 

Reactor Pressure VesseJ)와 이에 부착되는 2개의 독립적인 순환루프(Loop)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순환루프는 1개의 증기발생기 (SG; Steam Generator) , 

1개의 고온관(HL; Hot Leg) , 2개의 냉각재순환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 2개의 저온관(CL; Cold Leg) 및 2개의 중간관(IL; Intermediate Leg)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고온관(HL)에는 전열기가 부착된 가압기 (PZR; 

Pressurizer)가 연결되는데， 이는 두 개의 순환루프 중 하나에 선택적으로 연 

결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모의 원자로용기 (RPV)에서 가열된 물은 냉각재순환펌프(RCP)에 의 

해서 고온관을 통해 증기발생기 (SG) 대부의 튜브측을 통과하면서 냉각되고 

냉각된 불은 저온관을 거쳐 강수부(DC; Downcomer)로 흘러내려서 다시 원 

자로 노심 (Core)을 통해 순환된다. 실힘장치의 모의 원자로용기 내부에는 전 

기 가열봉이 설치된다 그리고 모의 노심의 전기 가열봉은 원자로용기의 하 

부로부터 플랜지에 의해 일체로 결합된다. 

이차계통은 일차계통(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제거원으로서， 증기발생 

기에서 발생한 증기를 응축시키고 필요한 온도로 냉각시킨 후， 다시 증기발 

생기에 급수 형태로 재순환시키기 위한 유체계통이다. 증기의 응축은 복수기 

(Condenser)에서 이루어지고， 응축수의 추가 냉각은 열교환기에 의해 이루어 

진다. 열교환기에서 냉각된 응축수의 대부분은 급수로서 다시 증기발생기에 

공급되고， 일부는 복수기에 되돌려져 증기의 응축을 위한 살수(Spray)로서 

사용된다. 2차계통에는 특정 사고(급수상실사고 등)의 모의시 급수의 보충을 

위해 보조급수펌프(AFWP; Auxiliary Feed Water Pump)7} 설치되며， 또한 

고압주입펌프(HPIP; High Pressure Injection Pump)에 의해 운전중 복수기 

에 복수를 보충한다. 

안전주입계통(SIS)은 일차계통의 가상적인 파단사건 발생시 상온의 

안전주입수를 일차계통 내부에 주입하여 노심을 냉각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계통에는 기준원전인 APRl400을 모의할 수 있도록 4기의 안전주입탱크 

(SIT; Safety Injection Tank)와 4대의 고압안전주입펌프(HPSIP;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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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Safety Injection Pump)를 설치하며， 또한 참조원전인 한국표준형 

원전 (KSNP)을 모의하기 위해 2대의 저압안전주입펌프(LPSIP;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Pump)도 설치 된다. 

안전감압계통(SDS)은 필요시 1차계통(RCS)을 신속히 감압시키는 기 

능을 수행한다 안전감압계통(SDS)은 가압기 상부의 증기부분에 연결되며， 

안전감압밸브의 개방에 의해 방출되는 고온고압의 유체는 격납용기 모의용 

기계통(CSS)으로 유입되도록 연결된다. 

정지냉각계통(SCS)은 필요시 모의 노심을 냉각하고 원자로 정지운전 

과정에서 원자로의 장기냉각 기능을 모의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원자로의 

장기간 냉각을 위한 정지냉각 기능은 안전주입계통의 저압안전주입펌프 

(LPSIP)에 의한 유로가 정지냉각 열교환기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로 우회 함으로써 이 루어 진 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가상사고 발생시 1 ，2차계통의 압력경계 파단면 

으로부터 유출되는 고온고압의 유체를 안전하게 수용하며， 이때 모의계통의 

내부압력은 가상사고 발생시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의 격납용기 내부에서 발 

생하는 압력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한 

다. 또한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파단부위의 유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리 

기 (Separator) , 응축수조탱크， 증기유량계， 그리고 Load Cell 등으로 구성된 

다. 

이외에도 실험장치의 각 계통 및 탱크의 초기 급수를 위한 보충수 

계통， 복수기， 열교환기， 및 정지냉각 열교환기의 냉각수 공급을 위한 기기냉 

각수계통 (CCWS) 등이 있다 

1. 원자로 용기 및 모의 노심 

가 원자로용기 기본설계 

ATLAS 원자로용기는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 

한 것이다. 원자로용기는 크게 내부의 원통형 구조물， 반구형을 갖는 상부 

헤드 및 원자로용기와 내부 원통형 구조물 사이의 환상형 강수부로 구성되 

어 있다. 내부 윈통형 구조물에는 원자로용기 하부에서부터 하부플레넘， 모 

의노심， 출구플레넘， 상부플레넘 및 상부헤드가 위치한다 모의노심을 구성하 

는 전기가열봉은 원자로용기 하부 플랜지에 용접되어， 지지격자 및 계측기들 

이 설치된 상태로 원자로용기 하부로부터 원자로용기에 체결된다. 기준원전 

의 원자로용기의 Base Metal 및 Clad의 재질은 각각 SA-508과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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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Steel이며， 핵연료봉 및 제어봉을 제외한 모든 내부 구조물은 304 

Stainless Steel이 사용된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가열봉을 제외한 원자 

로용기 및 모든 내부 구조물은 304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설계 데이터는 표 2.3-1에 나타나 있다 ATLAS 실 

험장치에서는 노심 Shroud의 냉각수 체적이 모의되지 않았으며， 고온관 노 

즐(원자로용기 내부 부분 제외) 및 저온관 노즐을 제외한 전체 냉각수 체적 

이 체적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대형냉각재사고 등에서 상부헤드와 상 

부플레넘의 냉각수 재고량은 UGSSP (Upper Guide Structure Support Plate) 

및 CEA(Control Element Assembly) 안내관을 통해 노십 상부에 유입됨으 

로서 사고 초기 Blowdown Phase에서 발생하는 최대피복재 온도를 감소시 

킨다. 상부헤드를 반구형으로 제작하면서 상부헤드에서의 냉각수 체적이 이 

상적인 값보다 적어졌지만， 상부헤드와 상부플레넘의 전처1 냉각수 체적비는 

보존 되도록 설계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출구플레넘과 노십 상부 비가열 영 

역의 냉각수 체적도 체적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하부플레넘의 냉 

각수 체적은 이상적인 값보다 작게 설계하였으며， 강수부의 체적은 이상적인 

값보다 크게 설계하였다. 

원자로용기에 부착되는 저온관， 고온관 및 DVI 노즐의 위치는 노즐 내 

부의 바닥면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는 파단시 이들 노즐의 바닥 위치에 따 

라 파단 유량 혹은 노즐로의 유동이 변화되기 때문에， 유량을 보존하기 위해 

바닥 위치를 보존하였다. 상부헤드의 원통형 부분의 길이는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상부헤드를 반구형으로 제작함으로서 상부헤드의 상부 고도가 

척도비에 따른 고도보다 작게 설계 되었다. 하부플레넘은 윈통형 부분의 길 

이를 보존하고， 반구형 부분의 체적 중심을 보존하고 하부플레넘 전체를 원 

통형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길이보다 작게 설계 되었다. 강수관 

의 하부 고도는 설계 및 제작 등의 편의상 실제보다 약간 낮은 고도에 위치 

한다. 그러나 추후 모의노심에 장착되는 계측기의 수량이 많아지면， 계측기 

연결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강수부 하부 고도는 표에 나타난 값보다 커질 

수 있다. 

기준원전에는 노심을 위회하는 각종 우회유로가 존재한다. ATLAS에는 

노십 Shroud의 냉각수 체적이 모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 Shroud를 통 

한 우회유로는 모의하지 않는다 ATLAS에서는 이러한 우회유로를 통한 유 

동면적， 질량유량 및 압력강하가 척도바에 따라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ATLAS에서 모의하는 노심우회 유로는 다음과 같다. 

출구 노즐 틈을 통한 강수관에서 출구 노즐(고온관)로의 우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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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흠을 통한 강수부와 상부헤드사이의 우회유로 

노심내의 각종 안내관을 통한 노심 우회유로 

정렬 흠을 통한 강수부 상부와 상부헤드사이의 노심 우회유로는 사고 

시 상부헤드에 축적된 고온의 증기가 강수관을 통해 방출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며， 계통이 압력 거동， 노심 및 강수관 수위 변화， 노심 노출 및 최 

대피복재온도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렬 흠과 출구 노즐 틈을 통한 

노십 우회유로는 원자로용기 외부에서 관으로 모의하며， 우회유량을 측정하 

고 우회유로의 형상손실계수 제어를 위한 유량계와 제어밸브가 설치된다 

원자로용기의 강수부에는 4개의 저온관 노즐과 저온관 노즐 상부에 4 

개의 DVI 노즐이 위치해 있다 원자로용기 출구 플레넘어1는 고온관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출구 플레넘에서 강수부를 관통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외에 다양한 실험에 필요한 각종 노즐， 계측기의 통로를 위한 노즐 및 예비 

노즐들이 설치되어 있다 계측기 통로를 명한 노즐의 설계는 추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저온관 노즐을 통해 원자로용기에 유 

입된 냉각수는 환상형 강수부， 하부플레넘을 통과하여 노심에서 가열된다. 

가열된 냉각수는 노십 상부의 비가열 영역 및 출구 플레넘을 통해 2개의 고 

온관 노즐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유입된다. 그림 2.3-1는 고온관， 저온관 및 

DVI 노즐의 반경 방향 설치 위치를 보여준다. 

ATLAS 실험장치의 강수부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환상형으로 설계하였 

다. 그러나 강수관의 간극 크기를 간극비 1/12에 따라 이상적인 값으로 축소 

하였을 경우 강수부의 간극 크기는 약 20 mm7} 된다. 강수부에서의 유동양 

식 및 표면장력의 영향을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큰 값을 갖는 강수부의 간극이 펼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에서는 원자로 

용기의 상용 파이프로 사용하고 원자로용기 내부 원통의 외경을 조절하여 

강수부의 간극의 크기를 26.15 mm로 설계하였다. 강수부의 간극의 크기가 

척도비보다 커짐에 따라 강수부의 냉각수 체적이 이상적인 값보다 크게 설 

계되었다. 고온관 노즐 틈을 통한 강수관과 고온관 사이의 노십 우회유로는 

두 개의 관으로 모의하며， 관에는 제어밸브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시 

운전시 계통의 특성 실힘을 통해 이러한 우회유로에서의 유량 및 압력강하 

가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제어밸브의 개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원자로용기의 정렬 흠을 통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의 노심 우회 유 

량은 LOCA시 노십 상부에 존재하는 증기의 방출 통로 역할을 수행하여， 노 

십 상부의 압력， 노십 냉각재 수위， 노십 노출， 피복재 온도 거동 등에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의 노심 우회 유량을 모의하기 위 

- 46 -



해 2개의 원형관이 설치되어 있다 원형관에는 우회 유량 및 압력강하를 모 

의하기 위해 제어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노심 우회 유량비를 실험 

변수로 하여 강수부 상부 헤드 노심 우회 유량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실 

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로용기 하부플레넘은 노심 하부의 비가열을 영역을 포함한다 

하부에 위치한 하부플레넘의 냉각수 체적은 체적비에 따른 이상적인 

시
 디 

노
 
값의 

약 51%로 설계하였다 기준원전의 하부플레넘은 원통부와 반구형으로 구성 

되어 있다 ATLAS 실험장치의 하부플레넘은 기준원전의 원통부는 길이 척 

도비를 보존하고， 기준원전의 반구형 하부플레넘은 전처1체적의 중심 위치의 

고도 척도비를 보존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준원전의 하부플레넘어1 는 

LSSBP(Lower Support Structure Bottom Plate)와 ICISP(In-Core 

Instrumentation Support Plate)가 존재해 있지만， 노심 가열봉이 하부플레넘 

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험장치에서는 하부플레넘 내부 구조물은 모의하지 않 

는다. 이는 이러한 내부 구조물이 축적열 외에는 열수력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LSTF 등의 다른 종합실험 

장치에서도 하부플레넘의 내부 구조물은 모의되지 않았다 노심 가열봉 외에 

하부플레넘어1는 노심 안내관 및 노십 계측기들이 위치해 있고 이들은 원자 

로용기 하부 플랜치를 통과한다. 

하부플레넘과 강수관 사이의 벽면에는 기준원전의 Flow Skirt(or Flow 

Baffle)을 모의하기 위한 유동 채널이 설치되어 있다. Flow Baffle의 유동구 

멍은 6개의 사각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동면적， 수력학적 직경 및 중심 

고도가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하였다. 또한 Flow Baffle의 중심 고도가 길이 

비에 따라 보존되도록 설계하였다. Flow Baffle의 채널은 길이 120 mm, 너 

비 34.02 mm를 갖는다 기준원전의 Flow Baffle은 31.75, 67.82, 85.85 mm의 

세 가지 크기를 갖는 원형 유동구멍이 5077R 설치되어 있다. ATLAS 실험장 

치의 Flow Baffle에서의 유동면적， 수력학적 직경 등이 잘 보존되고 있다. 

노십 Shroud는 노심의 유동면적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심 

Shroud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에 위치한 대부 

Shroud는 Stainless 304 혹은 세라믹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축적열 

의 관점에서 개질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수부와 접촉하는 외부 Shroud는 축 

적열 및 강수부 비등 현상을 보존하도록 적절한 재질을 선정할 예정이다 

노십 상부 비가열 영역과 출구플레넘 사이에는 F AP(Fuel Alignment 

Plate)가 존재해 있다. FAP에는 CEA 안내관이 통과하고， 일차계통 냉각수의 

흐름을 유지하는 유동채널이 설치되어 있다. 사고시 노십 상부의 냉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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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P를 통하여 노심에 유입되거나， 노심의 냉각수 혹은 증기가 FAP를 통하 

여 고온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FAP에서의 유동저항， 유동면적 등이 척도 

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ATLAS 실 험 장치 의 노십 상부에 서 부터 UGSSP(Upper Guide 

Structure Support Plate) 사이에는 4개의 CEA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다 노 

십 상부에 서 의 기 하학적 형 상은 노십 상부에 서 의 대 향류， Entrainment 및 

De-Entrainment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십 상부에서의 CEA 안내관의 

형상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CEA 안내관의 유동면적， 길이， 피치， 내 

경 및 외경을 척도비에 따라 보존하였다. 그러나 수력학적 직경은 약 2배 정 

도 크게 설계되었다. 기준원전의 CEA 안내관에는 제어봉이 설치되어 있으 

며， CEA 안내관과 제어봉 사이의 환상유로를 통한 냉각수의 유동이 형성된 

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CEA 안내관의 시작 지점을 Orificing 하여 압 

력강하 및 유량을 척도비에 따라 보존하도록 추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결정 

할 예정이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제어봉 구조물은 모의하지 않 

는다. 

출구플레넘과 상부플레넘 사이에는 UGSSP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동 

채널 및 CEA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어 출구플레넘과 상부플레넘 사이의 유 

로를 형성한다 UGSSP에서의 형상손실계수는 유동구맹의 유동면적 FO와 

UGSSP 전단에서의 유동면적 F1의 비가 보존될 경우 기준원전과 실험장치 

에서 동일해진다. 이는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가 형상손실에 의한 압력강하보 

다 작을 경우로서， 실험장치에서는 이터한 FO;F1의 비가 보존되도록 UGSSP 

의 유동구멍을 설계하였다. CEA 안내관의 경우에는 위의 유동면적비가 약 

1/1.2로서， 실험장치에서 압력강하가 기준원전보다 약간 커질 것으로 판단된 

다. 

CEA 안내관 하부와 노심 안내관 상부의 형상은 추후 압력강하 등을 

계산하여 상부플레넘과 노십 상부로의 유동이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오리피 

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준원전 원자로용기의 상부플레넘과 상부헤드에는 제어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존재하지만，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모의하지 않는 

다. 단 상부헤드와 상부플레넘 사이의 냉각수 유로의 유동면적과 하부 고도 

를 보존하여 설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세 가지의 노심 우회유 

로를 모의한다. 

원자로용기 외부 벽에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열손실 보상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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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Trac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증기가 생성되는 부위인 상 

부헤드에서의 열손실의 척도왜곡은 증기 응축에 영향을 주어 상부헤드에서 

의 기포율 및 압력에 영향을 준다. 

ATLAS 실증실험은 냉각수 온도 범위가 상온에서 약 340 oc까지의 매 

우 넓은 범위에서 수행되므로， 원자로용기 상세설계는 냉각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열응력과 변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의 수명은 

최소 20년 이상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내의 내부 구조물들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열팽창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도록 상세설계 

되어야 한다. 필요시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을 교체하거나 유지/보수가 필 

요한 경우에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불의 분리 및 처1 결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모의노심 

ATLAS 실험장치에서 사용하는 노심 가열봉은 실제 핵연료봉이 아닌 

전기가열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원전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온도 변화 및 

기포율 변화 등과 관련된 반응도(Reacti vity) 효과를 모의하기 힘들다. 또한 

실제 핵연료봉과 다른 재질을 가진 전기가열봉의 불성치는 피복재 온도 등 

에 영향을 준다. 척도법에 따라 전기가열봉의 열유속이 기준원전보다 ν?배 

크기 때문에 전기가열봉의 온도가 이상적인 값보다 큰 값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전기가열봉 표면 온도의 절대 값보다는 온 

도 경향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노심에는 기준원전의 핵연료봉을 모의하기 위한 전기 가열봉이 설치되 

어 있다. 전기가열봉은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동일한 외경， 가열 길이， 피치 

및 배치를 갖으며， 면적비 1/144에 따라 3967H 의 가열봉이 설치된다 

ATLAS 실험장치의 노심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기하학적 형상 및 배치를 가 

지므로 주요 열수력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인 수력학적 직경이 보존 

된다. 

척도법에 따른 100% 출력 상태시 총 노심출력은 기준원전의 1/ 203.65 

인 약 20 MW가 되어， 노심 전원공급계통의 구입에 펼요한 비용이 매우 과 

대해진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노심 출력은 사고 시작후 원자로정지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 20 MW의 정력출력을 

모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실증실험장치에서도 붕괴 

열 수준만을 모의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의 노심출력은 척 

도법에 따라 정상상태 노심출력값의 약 8% 값에 여유도들 감안하여 1.96 

MW(정상상태 값의 약 1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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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열봉은 원자로용기 하부플랜지에 용접되어 있으며 가열봉 하부 

를 통해 전기가 유입되고 노십 상부에서 원자로용기에 접지된다 노심가열봉 

은 AC 전원을 사용하는 간접가열방식의 3상 440 V AC 전원을 사용한다. 

원자로용기 하부플랜지에는 노심 가열봉 및 노십내 유체 온도 측정용 열전 

대의 출입 통로 역할을 수행한 Fitting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3-2는 노심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노심 외곽에는 노심 Shroud가 

설치되며， 노심 Shroud를 통한 노십 우회유로는 모의 하지 않는다 이는 노 

심 Shroud를 통한 노심 우회 유량이 노심 유량에 비해 매우 작아서 실험장 

치에서 모의하고자 하는 사고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표 

2.3-2는 노심， 노십 가열봉 및 노심 안내관에 대한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노심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노심 출력의 반경방 

향 분포를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펼요시에는 노심 출력의 반경방향 

분포를 균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심의 반경 방향 그룹에 대한 

설계 데이터가 표 2.3-3에 나타나 있다 노십 중앙에 위치하는 Central 

Region은 Hot Channel 효과를 고려한 실힘을 대비하여， 노심 가열봉의 출력 

을 Middle Region과 Outer Region보다 큰 값을 가지도록 하 였다. 노심 그룹 

의 구분은 전체적인 노십 배치와 각 그룹의 전원을 측정하기 위한 상용 겨1 

측기 (Current Tran sfonner )의 정밀도 및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 

다. 

단일 노심 가열봉에 대한 형상이 그림 2.3-2에 나타나 있다. 노심 가열 

봉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며， 가열봉의 수직방향 출력 

분포는 대칭 코사인 분포를 갖는다 가열봉의 형상 및 배치가 기준원전과 동 

일하기 때문에 노심에서의 수력학적 직경이 보존된다 노심 가열봉의 상부 

및 하부 비가열 부위는 냉각수 체적의 보존， 원자로용기 하부 플랜지에서의 

용접 가능성， 고온 고압 조건에서의 설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실제 핵연료봉은 노심 부위에만 위치하지만 실험장치에서는 전원의 공급을 

위해 원자로용기 하부플레넘과 하부 플랜지를 통과하게 된다. 또한 노심 안 

내관도 하부플레넘까지 확장하였다. 노심 가열봉 및 노심 안내관이 원자로용 

기 하부플레넘을 통과함에 따라 기준원전의 하부플레넘어1 위치한 각종 판 

및 계측기 노즐 등은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모의하지 않는다. 

기준원전의 노심에는 117H 의 지지격자가 설치되어 있다. 이상적인 척도 

법에 의하면 동일한 형상(즉 동일한 형상손실계수)을 갖는 동일한 수의 지지 

격자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지지격자에 의한 전체 형상손실계수가 보존되 

어야 압력강하가 길이비에 따라 축소되기 때문이다 지지격자의 형상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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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존할 경우 지지격자 사이의 간격이 기준원전의 약 400 mm에 비해 1/2 

로 줄어든 약 200 mm의 간격을 갖게 된다 지지격자의 간격이 너무 작아짐 
에 따라 지지격자 및 노심 가열봉의 설치 등이 복잡해진다. 또한 모의 노심 

가열봉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열봉 상하부의 비가열부에 지지격자를 추가 

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노심 가열부위에 약 

5 - 6개의 지지격자를 기준원전과 동일한 형상 및 간격을 갖도록 설치하고， 

비가열부위에 약 3 - 4개의 지지격자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전 

체 지지격자의 수가 약 8 - 107H가 되기 때문에 지지격자에 의한 전체 형상 

손실계수는 기준원전보다 약간 작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증실험장치에서 

는 기준원전에 비해 과도한 압력강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지격자 및 원자 

로용기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원자로용기의 전체 압력강하가 보존될 수 있 

도록 추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지지격자의 개수 및 위치를 결정할 예 

정이다 

디
 이 



2. 일차계통 배관 

가 APR1400의 1차 계통 배관 구성 

한국형 차세대원자로(APRl400)의 1차계통 배관은 4개의 저온관， 2개 

의 고온관 그리고 4개의 중간관으로 구성된다. 저온관은 강수부와 1차계통 

펌프를 연결하며 내경 30“ 배관으로 구성된다 고온관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연결하는 내경 42"의 배관으로 구성된다. 중간관은 내경 30“의 배 

관으로 증기발생기와 펌프를 각각 연결하는 2개의 수직관 및 각 수직관을 

연결하는 수평관으로 구성된다. 

나. 주요 열수력 현상 

1차계통 배관의 설계조건이 도출시 고려되는 주요 사고는 다음과 

같다(송칠 화 외 , 2000). 

소형 냉 각재 상실사고 (SBLOCA)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BLOCA)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SGTR) 

증기관 파단사고 (SLB) 

급수관 파단사고 (FLB) 

급수 완전상실사고 (TLOFW) 

저출력/정지운전 사고 (LPS) 

다 척도해석 

실험장치 1차계통 배관은 사고발생시 배관에서 발생되는 국소 열수력 

현상을 재현할 수 있게 척도법이 되어야 된다. 본 실험장치의 설계에서는 고 

온관 및 저온관의 주요 현상인 유동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Froude 무차원 

수를 보존하였으며， 중간관에서는 유동양식 및 flooding에 관한 국소 척도법 

을 적용하여 loop seal clearing 현상을 보존하였다. 이러한 척도해석을 토대 

로 1차계통 배관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현상의 척도왜곡의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해 고온관에서의 flooding 현상 및 각 배관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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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장치 1차계통 배관 기본 설계안 

(l) 계통 기본설계안 

실험장치 기본설계안은 실험 장치 개념 설계안에 근거하여 제작 및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고자 하였다 실험장치에서 파단 부위는 일차계통 각 

배관에서 발생된다. 본 배관 설계안에서는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모의를 위 

한 파단부 노즐을 고온관， 저온관 및 중간관 및 고온관에 각각 설치하였다 

이중 고온관 및 저온관 파단은 배관의 상부， 수평부 및 하부에서 파단이 발 

생되는 것을 가정하여 파단 노즐을 각도에 따라 선별할 수 있게 하였다. 중 

간관에서는 펌프쪽 수직배관에서 파단이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요 모의 사고 대상인 저온관 양단 파단 사고에 따른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모의를 위해 일부 별도의 파단 저온관 배관이 별도로 설계되었 

다. 이때， 펌프 쪽 및 원자로 용기 쪽 파단부를 상호 격리시키기 위해 양 파 

단 배관의 중간에 격리용 매뉴얼 밸브가 설치되었다 실험은 노즐이 설치된 

일부 배관의 교체/설치를 통하여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및 대형 냉각재 상 

실 사고를 선택적으로 모의하게된다 각 사고 모의시 사용하지 않는 파단 노 

즐의 설치에 따른1차계통 배관의 체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파단부 노즐 

막음용 구조물을 설계하여 삽입한다. 그림 2.3-3에서 2.3-7에는 각 배관의 기 

본 설계안이 도시되었다. 

안전주입 노즐은 원자로 직접용기 주입 방식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한국형 표준형 원전의 모의를 위해 저온관에 기존의 안전 주입 노즐을 설치 

하였다. 주입 위치(수평 직선부의 원자로 용기로부터 길이 비 보존) 및 노즐 

직경은 한국 표준형 원전을 기준으로 원자로 설계하였다. 

(2) 상세 요구기능 

실험장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상사고를 모의하게 되며，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상황이 실험장치의 상시운전조건에 해당된다. 이는 실험장치의 

배관설계가 실제 원자로배관 설계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설계되어야 됨을 뜻 

한다. 실험장치의 1차계통 배관요구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실험장치 배관에는 최저 20
0

C 의 비상 노심 냉각수가 주입되며 이때， 

노심에서 생성된 최대 350
0

C 의 증기와 격렬한 직접접촉열전달에 의한 응축 

현상이 발생된다. 실험장치는 이러한 악조건에서 최소 200회의 실험에도 그 

건전성이 유지 되어야된다. 배관에서의 열충격 (thermal shock)에 관한 해석 

결과는 발주자에게 공급되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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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에는 각종 계측기들이 설치되며， 설치된 계측기들은 유지 보수를 

위해 fitting재료를 이용해 탈착등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2개의 고온관중 1개는 건전 고온관을 1개는 파단고온관을 모의한다 

건전고온관에는 정지냉각수 주입노즐， 드레인 노즐이 설치된다. 파단고온관 

에는 정지냉각수 주입노즐， spool piece, 가압기 밀림관 연결 노즐 및 파단부 

노즐이 설치된다. 

4개의 저온관중 3개는 건전 저온관이고 1개는 파단 저온관을 모의한 

다. 3개의 건전 저온관에는 안전주입 노즐， 정지냉각계통 노즐， 드레인 및 

spool piece가 연결되며 그중 하나에는 가압기 스프레이 연결 배관 노즐이 

설치된다. 1개의 파단부에는 안전주입 노즐， 정지냉각계통 노즐， 드레인 노즐 

이 연결된다. 

배관에 설치된 드레인에는 1/ 2“ manual valve를 설치한다. 

배관계통의 설계기준은 ASME B31.1에 따른다 

(3) 기술사양 

@ 고온관 

규격 :6“ SCHl60(jIS) 
전체 길이(노즐 포함) ’ 1.86 m 

수량 :2 식 

재질 ’ STS-316 

작동유처1 : 불， 증기 , 및 물/증기 혼합유처1 

정상운전시 온도 및 압력 ’ 343 Oc 15.5 MPa 

최 대 운전 온도 및 압력 : 370 Oc 17 MPa 

정지냉각계통노즐 내경 ’ 1..25“ 

가압기 밀림관 연결 노즐 대경 :2“SCHl60 

파단고온관 파단부 연결 노즐 내경 ’ 6" 

Drain 내 경 : 1/ 2“ 및 1/ 2" Valve 장착 

계측기 설치 ’ 벽면부착 열전대를 제외한 모든 계측기는 착탈이 

가능해야함. 벽면 온도 계측용 열전대는 foil thennocouple을 사용 

하여 외벽에 부착한다 

고온관 설치 플렌지 수 6"-2500lbs : 총 7조 

1-1/4 2500lbs ’ 총 4조 

- 54 -



@ 저온관 

규격 ’ 4“SCHl60(jIS) 

천처1 길이(노즐 제외) : 1.86 m 

수량 ’ 5 식(파단 저온관 2식 ) 

재질 ’ STS-316 

작동유처1 : 물， 증기， 및 물/증기 혼합유처1 

정상운전시 온도 및 압력 ’ 296.4 oc 15.5 MPa 

최 대 운전 온도 및 압력 ’ 370 Oc 17 MPa 

안전주입계통 노즐 내경 1.25“ 

가압기 Spray 연결 노즐 및 충수 노즐 : 1/ 2“ 

파단 저온 파단부 연결 노즐 내경(l개의 저온관에만 설치) ’ 4“ 

Drain 내 경 : 1/ 2“ 및 1/ 2" Valve 장착 

계측기 설치 ’ 벽면부착 열전대를 제외한 모든 계측기는 착탈이 가 

능해야함 벽면 온도 계측용 열전대는 foil thermocouple을 사용하여 

외벽에 부착한다. 

저온관 설치 플렌지 수 ’ 4“ 2500lbs -20조 

1-1/4"2500 lbs -5조 

@ 중간관 

수평관 규격 :4“ SCHl60 

수직관 규격’ 3" SCHl60 

수평관 총 길이 : 0.6177 m x4 

수직관 총 길이 3.554 m x4 

수량 ’ 4 식 

재질 : STS-316 

작동유체 , 물， 증기， 및 물/증기 혼합유처1 

정상운전시 온도 및 압력 ’ 295.8 Oc 15.5 MPa 

최 대 운전 온도 및 압력 : 370 oc 17 MPa 

드레인 내경 : 1/ 2“ 및 1/ 2" Valve 장착 

계측기 설치 ’ 벽면부착 열전대를 제외한 모든 계측기는 착탈이 

가능해야함. 벽면 온도 계측용 열전대는 foil thermocouple을 사용 

하여 외벽에 부착한다. 

중간관 설치 플렌지 수 ’ 3“ SCHl60 - 13조 

4“ SCHl60 - 8조 

- 55 -



마 실험장치 구조물 체적/질량/축적열 평가 

실험장치 구조물의 축적열 (stored energy)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장치 

기본 설계안에 근거하여 1차 계통 배관의 두께， 구조물 단면적， 구조물 체적 

그리고 구조물 질량을 APR1400과 실험장치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계산 

에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평가에는 1차 계통 배관， 계통에 연결되는 노즐이 포함되었다 

구조물의 두께 중 노즐， 엘보우 등의 두께는 배관의 두께와 동일한 것 

으로 가정하였다. 노즐이나 엘보우의 실제 두께는 배관의 두께보다 두 

꺼우나 계산을 위한 데이타의 취득이 어렵고 또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였다. 

APR1400의 구조물은 carbon steel로 제작되었고 실험장치는 STS 316 

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플렌지의 수는 기본 설계안에 근거하여 산정 하였다. 이 

때， 실험장치 구조물 배관에서 배관에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말리 떨어 

진 곳에 서리된 플렌지는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실험장치에 플렌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구조물의 부피 및 질량은 

APR1400의 1/150-1/200이나 플렌지를 고려한 경우 1/24-1/27정도이다. 이는 

실험장치 구조물중 플렌지에 의한 축적열이 과도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축적 

열은 사고시에 구조물로 부터 유체로 전달되는 총 열전달 에너지를 증가시 

키게 된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차후 안전 해석 코드를 활용하여 사 

고 시나리오 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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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기발생기 

가개요 

종합실험장치에 설치되는 증기발생기는 기준원전(APRl400)의 증기발생 

기에 대하여 높이는 1:2, 면적은 1:144 열출력은 1:203.6로 축소되어 설계되었 

다. ATLAS의 증기발생기는 232.2'C(450 'F)의 급수가 공급될 때 최대 기준 

원전 열출력 (4000MWt)의 l ’ 203.6인 9.82MWt 열 출력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 

으며， 운전압력은 6.89MPa(1000 psia) , 증기 유량은 증기발생기 당 5.56 

kg/sec가 가능하도록 2대가 원자로 양쪽에 대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세 

한 설계사항은 표 2.3-4 에 나타내었다. 

증기발생기의 구성은 일차 냉각재가 흐르는 일차측과 전열관 외부의 

이차측으로 구분된다 일차측은 고온 및 저온측 lower plenum과 전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차측은 외부용기를 포함한 riser, downcomer, shroud, 

separator, steam outlet nozzle, feedwater nozzle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88비로 축소 설계된 증기발생기와 1/2로 높이만 축소된 원형의 그림을 비 

교하여 그림 2.3-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습분분리기를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열수력적 척도법에 의하여 축소 모의되었다. 

일차측 증기발생기의 압력경계는 증기발생기 용기의 lower head, tube 

sheet, 및 U자형 tube로 구성되어 있으며， lower head 에는 하나의 고온관 

nozzle , 두 개의 저온관 nozzle이 있다 Lower head는 격리판(divider plate) 

에 의해 입구와 출구가 격리되어 있다. U-tube는 1777H 의 stainless stee로 

14mm 외경에 12mm의 내경으로 9.46m의 평균길이를 가진다. 수직배열을 가 

지는 부분은 정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간격은 20mm이다 전열관(tube)의 

높이는 최소 3.87m에서 최대 5.56m이다. 

Tube sheet 상부와 용기 의 lower shroud로 부터 upper shroud, top 

head로 싸여 있는 이차측은 2개의 economizer feedwater nozzle, 1개의 

downcomer feedwater nozzle, 1개의 economizer downcomer pipe, 1개의 

main downcomer pipe, 1개의 steam nozzle로 구성되어 있다. 이차측의 내부 

는 economizer, evaporator, steam dome으로 구성 되 어 있다 economlzer는 

divider plate로 저온과 고온측으로 나뒤어져 있고， tubesheet상부 표면으로부 

터 economizer feedwater nozzle까지 이 어 진 다. Evaporator 부분은 관다발을 

둘러싸는 lower shroud로부터 top shroud까지의 내측영역을 말하며， 이는 고 

온관측의 tubesheet상부 표면과 저온관측의 economlzer 상단부터 관다발 상 

단까지 지속되며， 증기발생기내에서 대부분의 열전달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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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증기가 발생하는 곳이다 

Steam dome부분은 shroud 상부로부터 steam nozzle까 지 이 며 , 여 기 에 

는 습분제거를 위하여 separator가 shroud 상부와 연결되어 있다. 유로의 형 

성은 급수로부터 시작되며， 적절한 유량 분포를 위해 tubesheet위에 있는 

flow distribution plate에 의해 일정유량이 구멍을 통하여 공급된다. Flow 

distribution plate를 통과한 이차측 붙은 evaporator에서 가열되어 비등이 일 

어나고， separator에서 증기와 붙이 분리되어 증기는 steam nozzle을 통하여 

나가고 분리된 물은 급수와 downcomer에서 혼합되어 내려가서 다시 가열되 

는 순환 유동을 한다. 

나 증기발생기 계통 기본설계요건 

실험 대상이 되는 실제 증기발생기는 232ZC 의 급수를 운전압력 6.89 

MPa( lOOO psia)에서 한대 당 1132.3 kg/s의 포화 증기를 생산한다. 증기발생 

기에서 발생하는 습분은 습분 분리기와 건조기에 의하여 0.25% 이하로 유지 

된다. 전열관을 포함한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냉각계통의 과도 상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진동 cycle 수에 대한 ASME code Sec. VIII의 

허용응력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ATLAS증기발생기 실험장치의 열출력은 원자로 정지 후 잔열 수준의 

l:l0(약 2MWt) 출력을 담당한다 

정상운전 조건은 모든 사고 모의 시에 필수적으로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운전상태로 특히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 출력과 증기발생기 이 

차측의 열방출 간의 열 평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l) 열수력적 요구사항 

증기발생기 설계시 표준 발전소의 것과 동일한 열수력 현상을 재현하 

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정상 운전시 압력은 6.9Mpa이고 온도는 285
0

C 이다. 

체적은 1:288으로 축소되지만 높이는 1/2의 비에 따라 downcomer나 

nser부분을 통과하는 냉각재 속도는 상사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따라서 열 

전달 용량도 최대 1:203.6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한다 

증기발생기 lower head는 높이를 1/2비로 보존하기 위하여 실제 축소 

비에 따른 직경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저온관 및 고온관 기하학적 중심 

위치가 변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lower head에서 전열관으로 유입되는 유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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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고른 유동분포를 위해 이점이 설계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차측 설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유로의 압력 손실계수 

와 nser부분에서의 열전달현상이다 따라서 전열관 지지대나 습분 분리기 또 

는 downcomer 입/출구에서의 압력손실을 기준원전과 가능한 한 동일하게 

유지하여야한다. 

Separator는 nser를 통하여 방출되는 이상유동의 습분을 최대한 줄이도 

록 설계되어야 하며 과도한 압력 손실에 의한 재순환량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일차측 고온관 및 저온관 노즐의 압력손실을 포함 

한 일차계통 압력손실은 35 psid 이하이어야 한다 

(2) 기 하학적 요구사항 

증기발생기의 기하학적 특정은 기준원전의 1/ 2 높이에 직경만이 축소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차측 downcomer의 경 우는 직 경 이 축소될 때 downcomer의 환상 간 

격이 l.2mm정도로 상당히 좁아짐으로 인하여 벽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 증 

가로 인하여 상사성을 상실함으로 별도의 파이프를 외부에 설치하고 그 체 

적은 유지하도록 설계해야한다. 

일차측 하부 plenum은 고온 및 저온 nozzle로부터 tubesheet까지의 처1 

적으로 고온관으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재가 전열관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각 부위별 체적과 연결부의 단면적은 강도 및 구조 해석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증기발생기 정상 운전중에 발생하는 각종 펌프 및 유동 진동에 대하여 

내 외부 구조물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주위환경조건 (온도범위 

20-40
0

C)에 별 다른 역 학적 영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Riser부분의 면적 및 체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dummy pipe 

를 nser 외곽에 배열하였고， 높이는 tubesheet로부터 shroud 상부까지로 되 

어 있으며， 대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전열관을 지지하는 tube support plate는 전열관 진동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개수 및 부피는 기준원전 내부구조물의 부피비(내부체적/구 

조물체적)를 유지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압력손실 

은 열수력 고려사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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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손실을 주도적으로 유발하는 부분은 downcomer 입구， flow 

distribution plate, economizer등이다 특히 economlzer는 저온관측에만 설치 

되어 있어서 유동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유동 외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downcomer 파이프에는 별도의 유량조절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Flow distribution plate는 downcomer를 통하여 내려오는 유동을 고르 

게 분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압력손실은 열수력 고려사 

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지지구조물은 과도한 증기방출이나 유동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한다 

(3) 기타 고려사항 

증기발생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수력 요소는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량 

이다. 열전달량은 또한 재순환 유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재순환 유량 

을 결정하는 유로의 압력손실을 정확히 보존하는 것이 증기발생기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열수력 및 기하학 측면에서의 설계 요구사항이외에도 

아래의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Tube sheet에 고정되는 전열관들은 내부진동에 의한 denting이나 열충 

격에 의한 erroslOn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일차측 고압에 대하여 누 

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열충격 방지를 위해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공급파이프와 급수 노즐 및 

증기 방출 노즐에는 충격흡수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RCS계통의 열팽창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위치 및 기울기 변동을 고려 

하여 증기발생기 하부 및 지지구조물은 설계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하부plenum에서 전열관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충분히 혼합 

되어 유량분포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U자형 전열관의 잔유응력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특수열처리 후 

조립을 하여야하며 spacer grid와의 견고한 접촉이 유지되어야 한다 

Riser 상단에 설치되는 습분분리기와 dryer는 nser 로부터 유입되는 이 

상유동의 불과 증기를 충분히 분리하여 99.75%의 건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 

여야한다. 

대부정비 및 고장 수리를 위하여 중요부분에는 별도의 flange가 설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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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계단계에서 필요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내부구조물의 

부피 또는 유동 방해로 인한 압력손실은 허용한계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증기발생기 척도해석 

증기발생기 척도해석 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열수력 현상은 

일차측 사고보다는 이차 냉각재 상실사고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특 

히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냉각재 유량은 FLB , SLB사고의 경우 수위， 강수부 

유량 또는 dry-out 현상을 모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증기발생기 축소 설계시 높이 기준은 tube sheet 상단으로 하였고 고/ 

저온관과 tube sheet상단의 높이(길이)는 실제발전소의 1/2이 되도록 설계하 

였다. 

척도해석의 예비검증을 위한 열수력 해석방법은 열전달 과 강수부 수 

위거동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일/이 차측 계산은 

single volume으로 가정한 lumped method를 사용하였다. 우선 계산 초기에 

는 이차측 압력과 recirculation ratio를 가정하고， 일차측 열전달 계산을 위해 

관류유동의 난류 열전달 관계식， 이차측 계산을 위해 비등 열전달 관계식 

(Chen, Dittus-Boelter, Rohesenow 열전달 관계식)을 이용하여 총 열전달 량 

을 계산한다. 그 다음 열전달량 계산결과를 설정된 열전달 량과 비교하여 차 

이가 없을 때까지 반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상태시의 증기발생기 열수력 

조건을 해석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산된 나머지 열수력 변수들의 물리 

적 의미을 종합 분석하여 설정된 값들과 일치할 때까지 처음 단계 부터 다 

시 이중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표 2.3-4는 증기발생기 척도해석결과를 보여 

주고있다 

(l) 증기발생기 일차측 척도해석 

증기발생기 일차측 척도해석은 대표적인 주요 열수력 현상인 자연대류 

와 열전달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다. 

자연대류모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존해야하는 열수력 변수는 일차 

측 전열관 압력손실이며 이는 참조 증기발생기의 1/2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리고 열전달과 관련된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일/이차측 평균 온 

도차， 이차측 증기압도 마찬가지로 상사성이 보존되어야한다. 전열관 일차측 

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부적인 이상유동 열수력 현상인 Reflux 

condensation은 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flooding , CCF, flashing을 지배하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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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증기와 냉각재의 무차원 속도(일명 flooding 、relocity 또는 Wallis 

number)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작성 및 척도왜 

곡 측면을 고려하면 전열관 직경이 12mm인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전열관 수는 1777H 이며 전열관 배치는 참조 증기발생기와 동일하게 하고 수 

력직경을 보존 전열관 길이는 1/2로 하였다 

전열관 하부에 있는 증기발생기 lower plenum설계는 lower plenum의 

일부 체적을 고온관과 저온관으로 포함하였다 자세한 부피변화는 상세설계 

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RCS 계통간의 높이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tubesheet하부와 고온 및 저온관 nozzle사이의 간격을 높이 비에 맞도록 설 

계하였다. 

(2) 증기발생기 이차측 척도해석 

(가) 증기 발생 기 dome 

2차 증기건조기가 고려되지 않고 중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 

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설계제한이 없고 단지 체적을 1 ’ 288의 

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Downcomer 

Downcomer는 실제 증기발생기의 구조를 단순화 시켜 외부의 파이프 

형태를 가지며 체적비는 그대로 유지하여 열수력 현상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척도 해석결과 downcomer의 수력직경은 기준원전 환형의 

경우는 114.3mm이고 실험장치의 경우는 외부 파이프로 직경이 약 87.2mm로 

된다. downcomer 수력 직경 변화에 따른 벽면 압력저항차이는 거의 나타나 

지 않으며， downcomer 축소 설계시 단순화된 기하형상으로 인해서 수위에 

따른 물의 체적이 실제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척도왜곡 현 

상은 아니며 실험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정해진 함수로 보정하면 해결된다. 

(다) Economizer/ downcomer nozzle입 구 면 적 

Economizer/ downcomer nozzle의 크기는 설계 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전열관 외벽으로 유입되는 nozzle 유로의 면적은 전체 순환 유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로서 유속과 압력손실 그리고 재순환율 값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한다. 

(라) Economizer Section 

이 부분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대부분의 열전달 

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척도비에 의해 단순히 높이는 1/ 2, 면적은 1/14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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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여기서 전열관 최대/최소 높이는 높이 비에 따라 정하고 가능한 

한 전열관의 배치를 높이에 따라 고르게 분포시켰다. 

라 증기발생기 계통의 기술사양 

(l) Lower Head 

증기발생기 lower head는 단순하게 축소 설계하면 tube sheet-o}부와 고 

온 및 저온관 nozzle의 높이가 변경되고 따라서 RCS의 기하학적 배열이 바 

뀌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ower 

head의 일부 체적을 고온관과 저온관으로 포함하였다. 

(2) 전열관 배열 

전열관 배열은 표준 발전소와 동일하게 정삼각형을 유지하고 전열관 

간격은 동일한 수력직경 보존을 위하여 20mm로 하였다. 

(3) 증기 발생 기 shroud 

이 부분은 이상유동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원통형으로 두 부 

분으로 나뉘어있다. 하단부분은 전열관 과 dummy 전열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급수관을 통하 여 들어온 차가운 냉각재와 downcomer를 거쳐 내 

려온 포화냉각재가 혼합되어 비둥하는 부분이다. 상단 부위는 전열관 상단에 

서 습분 분리기 아래까지로 되어 있는 원통관으로 되어있다. 

(4) Tube sheet 

이 부분은 전열관을 하단에서 r지하고 있는 원판으로 일차측과 이차 

측의 경계면 역할을 하고있는 부분이다. 

(5) 유동 분배판(Flow distribution plate) 

Downcomer를 통과하여 아래로 모인 유량이 nser로 올라갈 때 고른 

유동분포를 가지도록 nser 하단 부에 설치되어있으며 전열관이 관통하게 되 

어있어서 그사이로 냉각수가 흐르도록 되어있다. 

(6) Economizer divider 

Main downcomer 과 economizer downcomer 파이프를 통하여 내려오 

는 포화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tubesheet 바닥에서 

economizer feedwater노즐 입구의 높이까지로 되어있다. 

(7) Tube support plate 

전열관의 수직부에는 일정간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전열관의 진동과 

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grid 형태로 되어있고 냉각재의 흐름을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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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전열관 상부의 U bending 부분에는 bending 중심으 

로부터 방사방향으로 일정 각도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8) 증기발생기 dome 

기준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2차 증기건조기와 습분분리기가 모두 설치 

되어 있으며， 전체체적은 1:288비를 유지한다. 상단에는 증기배출 노즐이 장 

착되어있고 이차측 증기관과 연결되어있다. 

(9) Downcomer 

Downcomer상부는 실제 증기발생기의 구조를 단순화 시켰다. 그러나 

체적비는 그대로 유지하여 열수력 현상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는다. 단지 수 

위 위치에 따른 물의 체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owncomer 하 

부는 축소 설계된 환상의 간격이 수 mm정도로 좁아지게 됨으로 2개의 외부 

plpe로 구성 하여 하부로 연결하였다. 

(10) Economizer/Downcomer Nozzle입 구 

Economizer/Downcomer nozzle의 크기는 설계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 

으나 nozzle이후 전열관 외벽으로 유입되는 유로의 면적은 전체 순환 유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로서 면적비를 1:144으로 단순하게 할 경우 유 

속과 압력손실 값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실제 

설계에서는 유동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하며 이 부분의 부피는 

downcomer부피에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사양 이외에 상부 shroud의 cone부분이 단순히 원 

통형으로 바뀌었다. 증기 nozzle은 2개에서 1개로 top head 중앙에 설치하였 

고 습분 분리기는 1447H 에서 1개로 전열관은 125597H 에서 1777H로 설계하였 

다. 전열관 수가 줄어서 발생하는 각각의 전열관 높이차이는 우선 최대높이 

와 최소 높이를 맞춘 다음 평균 전열관 길이가 1:2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 

서 각각의 전열관 길이를 설정한다. 전열관의 배열은 수직부분은 정삼각형이 

고 수평부분은 일정간격이 보장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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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기 

가 개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장치 (ATLAS)의 가압기는 참조발전 

소인 APRl400의 가압기를 기준으로 아래의 척도로 설계되었다. 

높이 축소비 ’ 1/2 

면적 축소비 

체적 축소비 

: 1/144 

’ 1/288 

: 1/203.6 

: 1/1 (2250 psia) 

열출력 축소비 

압력 축소비 

계통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압력 ’ 20 MPa 

설계온도 : 370 Oc 

가압기 계통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압기 압력 용기 (Pressurizer VesseJ) 

밀 림 관(Surge Line) 

가압기 살수계통(Pressurizer Spray System) 

가압기 보조살수계통(Pressurizer Auxiliary Spray System) 

가열 기 (Proportiona!/Backup Heaters) 

가압기 안전 밸브(Pressurizer Safety Valve, or POSRV)계통 

감압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 SDVS) 

가압기의 전열기는 가압기 압력제어를 위한 수단이며， 정상운전범위용 

의 비려1 전열기와 과도한 압력 변화에 대비용인 Backup Heater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APR1400 가압기의 전열기의 총 열용량은 2400 kWt 이다 그러 

나， 소외전원상실시 디젤 발전기가 담당할 수 있는 전열기 열용량은 400 

kWt(= 200 kWt (per Train) * 2) 이다. 따라서， LOCA를 모의 대상으로 하 

는 ATLAS에서는 Backup Heater의 열공급 용량은 400 kWt를 기준으로 축 

소설계하면 된다 전열기는 고진폭 진동에 견디는 설계 조건이 적용된다 가 

압기의 안전밸브는 설계압력의 110 % 이하로 운전 압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표준형 원전 (KSNP)에서는 Pressurizer Safety Valve(PS V) 

만 장착되어 있으며， APRl400에서는 PORV (Power Operated Relief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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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SV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POSRV를 장착하고 있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KNSP와 APRl400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20MPa의 설정값을 갖는 안전밸브(SRV)와 제어밸브(PORV 모사용)로 구성 

하였다 PZR SDS 제어밸브가 이러한 복합기능을 담당한다 

나 가압기의 주요기능 

원자로의 1차 계통에서 가압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l) 일차 계통의 압력 유지 및 감시 기능 

(2) 일차 계통의 체적 유지 및 감시 기능 

(3) Feed/Bleed 운전 시 SDVS 에 의 한 Bleed 기 능 

(4) 주요 운전 제어 선호 및 연계 신호 

노심히터 출력정지 신호 생성 

비상노십냉각수 주입신호 생성 

주 냉각재펌프의 정지신호 생성 

체적제어선호 생성 

1차계통 전출력시 가압기의 상부 약 절반 정도는 포화증기가 차 있다. 

1차계통의 압력은 가압기 유체의 온도를 계통의 포화압력에 상응하는 포화 

온도로 유지함으로써 제어 가능하게 된다. ATLAS 가압기 살수 계통은 가압 

기의 밀림관과 살수관에서의 열 성층화를 방지하기 위한 저 유량의 연속살 

수(Continuous Spray)와， 과도운전시 체적 변화와 압력제어를 위한 비려1살수 

(Proportional Spray)와， 시동시 및 정지시의 증기응축을 위한 보조 살수 

(Auxiliary Spra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 살수관은 원자로 기동시 충 

전펌프로부터 가압기 살수가 가능하게 하고，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정지하는 

경우에 가압기 냉각이 이루어지게 한다 ATLAS 실험장치는 화학체적제어 

계통을 모의하지 않으므로 가압기 살수는 열성층과 방지 및 체적/압력제어기 

능을 모사하도록 설계되 었다. 

증기발생기의 열부하가 감소하면 저 출력준위에 따라 냉각재 평균 온 

도가 감소되므로 냉각재가 수축하여 가압기 냉각재의 수위가 낮아지고 원자 

로 계통의 압력을 낮추게 된다. 가압기 압력의 감소에 따라 가압기내의 포화 

상태의 냉각재가 증기화 되므로 압력감소를 부분적으로 저지한다. 가압기의 

히터를 가동시켜 증기를 생산함으로써 더 이상의 압력 감소를 막게 된다. 만 

일 가압기 냉각재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는 충전펌프가 작동되어 가 

압기 수위를 복구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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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의 열부하가 증가하면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가 상승하 

고， 계통의 냉각재는 팽창되어 밀림관을 통해 가압기 내부로 유입되며 1차계 

통의 압력은 증가한다. 압력의 상승분은 압축에 따른 증기응축에 의해 일부 

흡수되며， 압력증가가 크게 되면 가압기 살수를 통해 증기를 응축시켜 압력 

상승을 억제 시키게 된다 가압기의 수위는 온도에 따른 함수이며， 가압기의 

수위 가 증가하여 고수위 편차 선호가 발생 하게 되 면 취 출 (Let down)제 어 

밸브가 열리게 되고 냉각재는 체적제어계통으로 방출되어 프로그램된 가압 

기의 수위로 회복되게 된다. 

가압기의 공학적 안전계통 작동 신호 압력 설정치는 표 2.3-5와 같다. 

공학적 안전계통 작동신호(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ignaJ)에 

의해 비상노심 안전주입수 작동 신호가 발생하며 가압기 고압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신호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체적제어시스템 작동 관련 신호는 다음과 같다 

(l) High Level Alarm 

(2) Low Level Alarm 

가압기의 압력에 따른 주요 운전제어 설정치 및 관련 조치 사항은 아 

래와 같다. 압력축소비가 1/1로 보존될 때의 제어 설정치이다. APRl400의 

경우 가압기 직경은 KSNP 와 같고 체적이 1800 f담에서 2400 fe으로 증가하 

였다. ATLAS의 정상상태운전에서는 그림 2.3-9의 가압기 압력 제어 개요 

와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기의 수위는 체적 보존을 위하여， 

ATLAS의 노심출력에 관계없이 그림 2.3-10 가압기 수위대비 출력제어에 

따라 약 52.6% 정도로 운전되어야 한다. 

다 사고 및 과도 운전시 설계 요구 사항 

파단위치가 가압기 부위가 아닌 LOCA(Loss of Coolant Accident)의 

경우 사고 경과 과정에서 가압기 수위가 감소하여 가열기가 노출되면 가압 

기의 체적 및 압력 제어 기능은 상실된다. 가압기 상부의 안전밸브 파손이나 

살수관 파손 또는 SDS 계통 파손인 경우， 가압기는 파단 유동에 직접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저 출력 사고시 고려되는 PZR Manway 개방에 따른 사고 

진행과정에서는 가압기 밀림관에서의 CCFL 현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Feed/Bleed Function 의 사용시는 HPSI를 통해 주입된 냉각수를 가압기를 

통해 배출하는SDS711통의 Bleed 기능이 중요한 열 수력적 고려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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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에서 우선 고려되는 실험항목은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소형냉 

각재 상실사고， 증기관 파단사고류이다 대형냉각재 상실사고시 가압기 밀 

림관에서는 임계유동이 발생한다. 임계유동을 제외한 가압기 주요 열수력 거 

동은 가압기와 계통의 압력차에 의한 고온관으로의 밀림관 유동， 가압기에서 

의 Flashing등 이 다 

저출력 사고시 증기의 방출은 가압기 밀림관 및 가압기 상부 개방 

된 Manway를 경유하여 방출된다. 이때， 가압기 밀림관에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증기의 방출과 가압기내에서 응축되거나 증기에 실려온 유체가 중력 

에 의해 다시 원자로로 하향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차류를 형성한다. 

Manway 개방사고나 가압기 안전밸브파단사고에서는 밀림관 또는 가압기 

하부에서의 수직관에 대한 CCFL과， 고온관에서상분리 현상이 발생하여 자유 

수면으로부터 밀림관으로 액적이 이끌려 올라가는 Off-take가 중요한 열수력 

적 현상이 된다. 

설계시 고려되는 우선순위별 주요 열수력현상 보존은 다음과 같다. 

(l) 가압기 밀림관 임계유동(LBLOCA 대상) 

(2) 비 임 계 밀 림 관 In-surge/Out-Surge Flow 

(3) 가압기 유체의 Flashing 

(4) POSRV 임 계 유동 

(5) 저출력사고 밀림관 CCFL 

(6) Off-Take 

(7) 가압기 열손실 보존 (Tracing Heater제어) 

운전 측면의 주요 Set Point 보존은 다음과 같다 

(l) 가압기 압력 Set Point 

(2) 가압기 수위 Set Point 

(3) 가압기 살수 

(4) SDS Bleed Function 

(5)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Charging/Le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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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척도해석 

APRl400을 기 준으로 가압기 의 축소는 다음과 같다 

」Vol p=~.A p=~ .Dp=-----;;;.H p 
K 짧’ N 144 ’ N 12 ’ N 2 (2.3 .4-1) 

ITL 가압기의 주요 치수는 그림 2.3-11 과 표 2.3-6와 같으며， 각 설계 

방법론에 따른 밀림관 직경 요약은 표 2.3-7과 같다. 

마 가압기 설계사양 

(l) 가압기 용기 

가압기 압력용기의 설계 제원은 표 2.3-6과 같다 

(2) 밀림관 직경 설계 및 설계사양 

국소 척도법에 따른 밀림관의 직경은 표 2.3-7과 같다 따 
。1
비人 

때문 

Off-Take) 에 

사용할 경우 는 

단， 고온관 연결 

보존하여야 하 

설계하여 

임계유동에 

적용할 수 

안되기 

밀림관 직경보다 작은 경우는 이를 밀림관 전체 직경으로 

다. 임계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밀림관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다. 수평부와 수직부의 직경을 Froude Number(T-]unction 

따른 직경을 동일하게 0.0306 m 로 설계한다. 상용파이프를 

• 」
」

1-1/4 inch Sch.160 ]IS 규격이 가장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지점에서는 임계유동， Off-t따æ를 밀림관 상부에서는 CCFL을 

므로 Thermal Sleeve 의 직 경 을 0.015 m, 0.018 m 와 0.0306m 로 

교체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LBLOCA Blowdown 시 Out Surge Flow 가 최대가 되며， 이때 

Reynolds Number는 Re > l.E6-l.E7 범 위 를 갖는다. In-/Out- Surge Flow 

가 감소하면 Skin Friction factor f 가 Reynolds Number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LOCA 시 가압기의 기능은 가압기 히터가 노출되는 시점에서 거의 

상실되는데， 이때는 가압기가 증기상태이며 가압기 1차배관 압력차도 상실되 

어 Skin Friction factor f 가 사고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게 된다. 

의 

(3) 가압기 용기 열손실 

가압기 열손실 

Heat Transfer Rate 적 용 평 가함. 

따른 설계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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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sy 실험장치 (BESTHY， 1990) 



APR1400 기준원자로 협천담계수 (비 단협 조건 적용) 

For 110 [OF] ambient Temperature, No Spray Condition. 

Heat Loss = 544000 [BTU/hr] (KNGR Design Report, 1999) 

= 159.4 [kWt] 

이를 역산한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다음과 같다 

Q 159400[ 쩌 h • T •• 77p =4.6624[ 「→ -C]
ιι! Surfa∞L11 128. *267[m ι -CJ m ι 

μ here， L1T~31O -43~267[CENTIGRAn때 

Asνfaæ - π*D*height~ 3.14*2.6914*15.1516 ~ 1잃.[m 21 

D~8.83ft~2.6914[ m] 
Height~71.잃 22.17 ~왜 . 7Hft]( ~ 15.1516[ m]) 

Bethsy 장치에서는 h = 2.1 [W/m2-0 C] 를 적용했다 

(2.3 .4-2) 

여기서， 열출력비에 대한 ATLAS 장치의 열손실은 159.4 [kWt] * 

1/203.6 = 0.783[kWt] 이 다. 

짐험작치의 최대 혐손짐(비단협시) : 밤천소 h값 적용시 

Q~ hA surfaæ1T~4.68*6.잃47 *267 ~7915 [ 쩌 
μJhere， A Surfaæ ~ πL8H~3.14*O.267*7.닮6~6.잃4[m 2] 

짐험작치의 최대 혐손짐(비단협): BETHSY짐험작치의 h값 적용시 

Q~2.1*6.잃47*267~3551[ 쩌 

그러므로 가압기 Tracing Heater 용량 = 3.55 -7.915 [KWt] 일때， 

(단열후 최 대 열손실) - (Tracing Heater 용량) < 0.783 [kWt]를 만족 

해야 한다. 

(4) 가압기 전열기 

가압기의 전열기는 LOCA 사고시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가압기 히터의 열 특성은 정상상태시의 In-/out-Surege Flow 측면 

과 운전반응모사를 대비하여 설계된다. 기준 Test Matrix를 고려한 가압기의 

전열기는 초기운전 조건설정에 펼요한 비려1전열기와 사고기 비상 디젤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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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부터 공급가능한 전력을 기준으로 고려되어 있다 계통의 열손실은 열손 

실 보상계통에서 별도의 설계를 담당하므로 여기서는 추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ckup Heater는 가압기 전열기 설계에 고려하여 초기운 

전을 위한 여유분과 가압기 전열기가 사용되는 사고등에 대비하였다. 

APR1400 Pressurizer Heater 용 량 ’ 

(l) Proportional Heater = 8EA * 50 [kWt] = 400 [kWt] 

(2) Backup Heater (diegel generator power for LOOP )= 400 [kWt] 

(3) Heater 사양 

Heated Diameter = 1.252 [inch] 

Heated Length 68.75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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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 냉각재 

가 원전의 특성 

퍼 TI u-•• 

(l) 일반특성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 

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 

환 유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유량의 최소값은 

허용 핵연료설계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 

된다. 관성바퀴를 부착한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전동기는 공급전원이 상실될 

때에 노심을 적절하게 냉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관성서행 (Coastdown) 

유량을 제공한다 

기준 및 참조 원전의 저온관에는 총 4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설치되 

어 있으며， 직립， 단단(Single Stage) , 하부흡입， 수평토출， 전동기 구동의 원 

십펌프이다. 펌프 임펠리는 축에 결합되고， 펌프축의 정렬은 펌프내의 물 윤 

활방식의 레이디열 베어링과 전동기 지지대의 레이디열 및 쓰러스트 베어링 

에 의하여 유지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전동기 축은 커플링에 의하여 직접 

연결된다.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한다 특히， 실험 초기 조건 형성시 노심출력에 

맞는 유량을 제공하여 1차계통에서의 온도분포가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 펌프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으로， 기하학적 및 열수력적 상사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누 

수가 발생하지 않는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실험장치의 원자로냉 

각재펌프는 하부 수직 흡입， 수평 토출 형식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 

원전 펌프를 기하학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입출구의 형상， 펌프 임펠리 등의 

구조는 가능한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유사하게 설계된다. 펌프 입 

구와 출구 노즐은 저온관 및 중간관과 동일한 크기를 갖고 플랜지를 이용하 

여 연결된다. 냉각재순환펌프의 모든 재질은 SUS 316을 사용한다. 

(2) 과도상태 특성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의 최대 출력은 척도법에 따라 

축소된 출력(1/203.6)의 8%로 설계된다. 그러므로， 실험장치에 사용할 원자로 

걷
 



냉각재펌프의 정격유량 및 펌프수두는 가상 사고 시나리오의 전개과정 중 

노심출력이 8%에 도달할 경우의 일차계통 유동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과도상태의 일차계통 유동조건은 본 실험에서 관심 있는 가상 사고 시 

나리오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든 가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기준원전 정지후 노심의 출력이 8% 붕 

괴열 수준으로 감소했을 때의 일차계통 유동조건으로부터 실험장치의 원자 

로냉각재펌프의 사양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설계 단계에서는 

모든 가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최적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실험장치에서 사용할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사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가상 사고인 DVI 배관 파단사고를 고려하였다. 이 가상사고에 대한 최적겨1 

산을 통해 노심출력 8% 수준에서의 일차계통 유동조건을 구하고， 이를 통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유동조건을 유추하였다. 그림 2.3-12 와 2.3-13은 기준원 

전(APRl400)에서 8.5"와 4.25" DVI line break 가 발생했을 경우의 시간에 

따른 노심 붕괴열과 일차계통 유량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최적계산은 원자 

로열수력최적해석코드인 MARS2.1을 사용하였다. 이 가상 사고의 시간에 따 

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O. sec 

15.3525 sec 

15.3525 sec 

15.3545 sec 

15.4925 sec 

16.3525 sec 

42.4926 sec 

221.196 sec 

8.5" DVI breal, starts 

LPP Trip 

Reactor Trip 

RCP Trip 

TBN Trip 

MFIV Close 

HPSI-30n 

SIT-2, 3, 4 On 

시간 0에서 DVI line이 파단되면， 파단에 의해 일차계통이 감압되다가 

15초에 LPP(Low pressurizer pressure) trip 신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원 

전과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지된다. 이때 노심은 붕괴열 곡선에 따라 출력이 

감소하게 되며， 원자로냉각재펌프도 회전관성력에 의해 관성서행을 하게 된 

다. 이 때 노십출력은 파단발생 직후부터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원자로 노 

심의 핵적 동특성에 의하여 기인한다. 그럼에서 볼 수 있듯이 노심붕괴열이 

정상상태출력의 8%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를 통과하는 유 

량은 노심붕괴열과 직접 비려1 하지 않는다. 즉， 8.25" 파단일 경우는 정상상태 

겸
 



유량의 35%가 4.25" 파단일 경우에는 40%의 유량이 흐르게 된다 이러한 유 

량값의 차이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신호의 발생시점에 따라 다른 경향 

을 보이게 된다. 파단 크기가 작아지면 파단유량의 감소로 인해 일차계통의 

감압시간이 지연되며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는 노심붕괴열이 8%에 도달했을 경우의 유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파단 크기가 더 증가하게 되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 

도달시간이 빨라지며， 이 경우 노십붕괴열이 8%에 도달했을 경우의 유량은 

더 작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4.25" 파단보다 클 경우의 가상 사 

고의 스펙트럼에만 관심이 있다면， 최대 유량은 40%로 제한된다는 것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한편， ATLAS 과도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조건은 노심붕괴열 8% , 

일차냉각수 유량 8% 조건이다. 일차 냉각수 유량을 노심붕괴열 수준인 8% 

로 감소시키면 노심 입구와 출구의 온도분포를 척도법에 맞게 보존할 수 있 

다. 8% 정상상태의 경우 노심 붕괴열로 인하여 일차계통에는 자연순환 구동 

력이 발생하며， MARS를 이용한 최적계산에 의하면 자연순환으로 인해 유발 

되는 일차냉각수의 유량은 약 6%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8% 

의 정상상태 유량을 얻기 위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구동 

력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펌프 정격조건에서의 유량이 너 

무 크면 저속에서의 제어성능이 저하되므로， 제어관점에서는 정격 유량이 작 

은 것이 유리하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펌프 자체의 운동관성량 

(moment of inertia) 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관성서행 특성은 펌프의 운동 

관성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나 척도 해석 

(l) 척도 기준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주요 가상 사고 

를 모사하기 위하여 실험장치의 초기 운전조건에 도달하기 위한 일차계통에 

적절한 유량을 공급하고， 과도상태시 노심출력이 8%로 감소했을 경우의 기 

준원전의 일차계통 유동조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도상태의 기준 

원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장치에서 사용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기준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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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RCP 특성 보존 
이상유동 상태에서의 펌프 운전 특성 보존 

실험에서의 운전용이성을 고려한 충분한 설계마진 보유 

관성운동량의 보존 또는 회전수제어를 통한 관성서행 특성 보존 

(가) 유량 척도 기준 

현재 모든 가상 사고에 대한 최적계산이 수행되지 않았으나， DVI 배관 

파단을 대표적인 가상 사고라고 가정하고， 4.25" 보다 큰 DVI 파단만을 고려 

한다면， 앞 절에서 기술했듯이 최대 유량은 척도비에 따라 감소된 유량의 

40%로 예측된다. 그러나， 8% 실험 초기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저속에서의 

펌프 제어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실험에서의 운전용이성과 설 

계마진， 펌프 구매 비용을 고려하여 유량척도 기준을 척도비에 따라 감소된 

유량의 25%로 결정하였다. 기준원전 대비 척도비는 1/814.4가 된다 

(나) 수두 척도 기준 

앞 절에서 기술했듯이 DVI 배관 파단을 대표적인 가상 사고라고 가정 

하고， 4.25" 보다 큰 DVI 파단만을 고려한다면， 최대 수두는 척도비에 따라 

감소된 수두의 25%로 제한된다. 그러나 실험에서 초기 운전조건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설계마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두 척도 기준을 척 

도비에 따라 감소된 수두의 50%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준 원전 대비 1/4의 

척도비가 된다 

(다) 관성운동량 척도 기준 

앞 절에서 기술했듯이 높이가 축소된 실험장치에서 관성서행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성운동량이 체적척도비의 1/2이 되어야 한다. 기준원전 

에서는 펌프가 정지할 경우 관성운동량에 의하여 펌프가 관성서행하게 되지 

만， 실험장치에서는 펌프를 관성서행시키지 않고， 회전속도의 제어를 통해 

기준원전의 관성서행 특성을 보존할 것이다. 만약 실험장치의 관성운동량이 

커서 회전속도의 제어만으로 관성서행 특성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 

전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의 장치가 요구될 수 있다. 이는 펌프의 제작 

을 복잡하게 하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 

험장치에서 사용되는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관성운동량을 체적척도비의 1/ 2 이 

하로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성에 의한 추가 감속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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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회전속도의 제어를 통해 자유롭게 관성서행특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성운동량 척도 기준은 체적척도비의 1/ 2 이하이며， 이는 기준 

원전 대비 < 1/ 576 이다. 

(라) 기타 척도 기준 

유량， 수두， 관성운동량 외에 다른 척도기준은 이상적인 척도법을 따른 

다. 

이러한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이상적인 척도기 

준은 다음과 같다. 

Hydraulic Head Scale : 50% of scaled head (1/ 4) 

Flow Rate Scale ’ 25% of scaled flowrate (1/ 814.4) 

Flow Area Scale ’ 1/ 144 

Liquid Volume Scale 1/ 288 

Pump Pressure Loss Scale (압력강하) ’ 1/ 2 

Specific Speed Scale ’ 1/ 1 

Moment of Inertia Scale : < 1/ 576 

Hydraulic Torque Scale : 1/ 203.6 

Brake Horse Power Scale : 1/ 203.6 

(2) 척도 해석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하부흡입， 수평토출의 수직형 구조로 이루어지며 

하부흡입 (Suction)노즐은 중간관과 연결되며 수평토출(Discharge)노즐은 저 

온관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중간관파 연결되는 하부 흡입 노즐 내경은 

66.9mm (3" Sch.160)이며 수평토출 노즐의 내경은 저온관과 동일한 87.3mm 

(4" Sch.160) 이어야 한다.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하부흡입측 플랜 

지와 수평토출배관 중심선과의 고도(Elevation) 차이는 1510mm이지만 펌프 

제작엽체와의 상세설계 협의를 통하여 추후 변경 가능하다. 하부흡입배관 중 

심선과 수평토출측 플랜지와의 수평거리는 기준원전의 경우 1510mm이지만 

수평거리 또한 추후 펌프 제작엽체와의 상세설계 협의를 통하여 추후에 최 

종 결정될 것이다. 

표 2.3-8에는 척도기준에 따라 설계된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 사양이 정리되어 있다.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예정인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자세한 설계 데 

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국소 현상에 대한 자세한 척도해석은 수행되지 않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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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의 국소 현상은 아직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아 

서 국소 현상에 대한 척도해석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원자로 

냉각재펌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국소 현상 척도해석 보다는 예비해석 

(Scoping Analysis)을 통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해석에는 관성 

서행 및 Lock-Rotor 상태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해석을 통하여 실험장치의 초기 조건 형성， 사고 시나리오의 상사성 분 

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 설계 요건 

(l) 주요 열수력 현상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열수력 현상은 관성서행 특 

성， 유동저항 (Pressure Drop 및 Form Loss) 그리고 2상유동 조건하에서의 

거동 등이다. 이중 2상유동에서 펌프 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술사양 

(가) 구성 요소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실험 초기조건 형성시 노심 

출력에 맞는 유량을 제공하여 1차계통에서의 온도분포가 기준원전과 동일하 

게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펌프를 척도비에 따 

라 상사화한 것으로， 기하학적 및 열수력학적 상사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하부 수직 흡입， 수평 

토출 형식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 펌프를 기하학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입출구의 형상， 펌프 임펠러 등의 구조는 기준원전과 비슷하게 설계 

된다. 입구와 출구 노즐은 저온관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펌프내에는 역방 

향 회전을 방지하는 역회전 방지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나) 설계 기준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는 원자로용기의 일반적인 설계 

조건 및 성능 및 규격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척도기준에 의해 주요한 열수력 현상이 보존되도록 원자로냉각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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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 설계되어야 한다.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2차계통으로 전달하기 위해 1차계통 냉각수 

를 강제순환에 의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혐의 초 

기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정상상태 100 % 유량의 약 5 - 10 % 정도 

의 저유량 영역에서도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어， 실혐의 초기 

조건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로부터 냉각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펌프 임펠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펌프는 2상유동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 Blowdown 

Phase에서는 펌프가 노심유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Blowdown Phase에 서 운전 가능하여 야 한다. 

Ref!ood Phase 등 펌프 운전이 어렵거나 펌프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Mockup을 이용한다. 이 Mockup은 체적， 유동 저항 등이 척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시험은 다음과 같다. 

[) 단상유동에서 호몰로고스 특성 시험 (헤드， 유량， 토크 등) 

ø Cavitation Test 

@2상유동에서 펌프 특성 시험 (추후 기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사고 전개 과정 중 Restart Operation이 가능하 

도록 충분한 수두를 가져 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은 다음 

과 같다. 

펌프의 형태가 기준원전 펌프와 유사하고， 펌프의 날개 CBlade)수， 입 

출구의 날개 각도， 입출구의 구조 등의 기하학적 구조가 기준원전 펌 

프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냉각수 유로상의 주요 부분의 높이는 기준원전 펌프와 동일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펌프내 냉각수의 체적이 가능한 기준원전의 1/288 이 

여야 한다 

Ishii 등의 축소길이 척도법에 따라 펌프의 주요 변수들을 상사화하 

여 설계한다. 

수두， 질량유량， 펌프의 관성 및 토크가 척도기준에 의해 결정된 값 

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정규화된 호몰로고스 곡선이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설계한다 

객
 
띠
 



펌프의 비속도가 보존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준원전 펌프와 모델펌프를 상사화시킨 변수들이 기존의 상용펌프 

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펌프의 회전속도와 크기 등을 적절하게 변형 

시켜 가능한 펌프의 수두， 유량， 회전속도 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 

서 펌프를 설계한다 이런 경우 선정된 펌프의 사양에 맞는 회전속도 

를 정하는데 이 값에 따라 비속도나 다른 기본 변수들이 달라질 수 

있다 

각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펌프 특성의 보존 여부가 예비 해석을 통 

해 평가되어야 하며， 펌프의 비속도가 보존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펌프의 회전 속도 

를 사고 전개에 따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능한 모델펌프의 2상유동 특성이 기준원전 펌프의 특성과 같도록 

설계한다. 이를 위해 기준원전의 기공률에 대한 Head Degradation 

Multiplier 등을 제 공하 여 이 것 에 맞게 설 계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에서 발생하는 관성서행을 모사할 수 

있도록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펼요시 관성서행을 모사 

하기 위해 펌프내에 Flywheel을 장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관성 

서행을 모사하기 위해 Pump의 회전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VVVF(Variational Voltage and Variational Frequency) Invertor는 

Response Time 및 St따t Time이 매우 짧아야 한다. 특히 실험장치 

의 관성서행 특성은 기준원전인 APRl400보다 V김 llR 빨리 서행하므 

로， 빠른 관성서행의 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VVVF inverter를 제어하는 신호는 4 - 20mA 신호를 사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회전속도측정기 (RPM 

Meter)가 설치되어， 펌프동작중의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 

다. 회전속도측정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4 - 20mA 의 전류신호로 

제어반에 입력되어야 한다 DAS에서는 최소 5Hz의 sampling rate로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술 사양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주요 설계 데이터는 표 2.3-8에 나타나 있다. 

본 표에 나타난 설계 데이터는 추후 펌프 제작엽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 

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 

모델 펌프는 기준원전 펌프와 같은 하부흡입， 수평 토출， 단단 원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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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펌프이며， 일반 사양에 맞는 Canned Motor Type Purnp를 선정 

한다 

냉각수의 누설을 방지하고 Head Degradation, 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냉각수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역회전방지기구를 설치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RPM Meter)가 

펌프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장착되어야 한다 RPM Meter의 신호를 전 

류로 변화하는 F/I Converter (Frequency to Current Converter)는 

펌프의 회전수를 4-20mA의 전류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펌프에 인가되는 전류， 전압 및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의 입구 및 출구 사이에는 압력강하를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가 

설치된다. 

펌프의 토크를 측정하기 위한 토크측정기 (Torque Meter)가 설치되어 

야 한다. 측정 된 토크신호는 4-20 mA의 전류로 변환하여 DAS 및 

제어계통에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냉각을 위하여 적절한 냉각 계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펌프 과열방지를 위한 최대 펌프 표면온도에 대한 설 

계 데이터를 제공하며， 펌프의 과열정도는 펌프표면에 열전대를 부착 

하여 항상 운전원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확한 상사화를 위해서는 호모로고스 곡선이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APRl400 원 

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호모로고스 곡선은 그림 2.3-14에 나타나 있 

다. 

V oid Fraction에 대한 Head값은 펌프의 이상유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며， 2상유동에서의 펌프 특성을 결정한다. 그림 2.3-15 

에는 2상유동시 기공률에 대한 Head Degradation Multiplier 값이 나 

타나 있다. 

그림 2.3-16은 펌프 속도에 따른 Torque값을 나타낸다. 

위에서 기술한 냉각재순환펌프의 기술 사양은 이상적인 것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펌프의 제작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는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펌프들 중에서 위의 기술사양을 가장 만 

족시키는 펌프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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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술사양 및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펌프내의 유체체적이 표 2.3-8에서 요구되는 값에 근접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헤드， 유량， 토크의 값이 표 2.3-8의 값을 만족 

하여야 한다. 

단상에서의 호몰로고스 곡선이 그림 2.3-14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펌프 제작자는 성능곡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앞 절에서 기술한 기본적인 기술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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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계통 및 파단모의계통 

안전계통은 안전감압계통 (SDVS: 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 과 안전주입계통 (SIS ’ Safety Injection System) 으로 구성되며， 파 

단모의계통 (Break Simulation System) 은 파단이 발생하는 계통과 격납용 

기모의계통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갖는다. 

가 안전감압계통 

(l) 계통 개요 

안전감압계통은 발전소 비상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안전주입계 

통이 작동하는 압력 이하로 낮추어서， 노심의 노출을 억제하고 피복개 온도 

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이 계통은 최종적으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할 수 있는 압력까지 강제로 강하 

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준원전 (APR1400) 의 안전감압계통은 2 Train 으로 구성되며， 각 

Train 은 POSRV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와 배 관， Sparger, 

계측제어기 및 Vacuum Breaker 로 구성되어 있다. POSRV 를 통하여 방출 

되는 유체는 방출배관과 연결된 Sparger를 통하여 IRWST C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에 수용된다. 감압밸브의 개폐 압력은 미리 

설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밸브가 개폐된다. 이 계통은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이나 가압기의 비상 Vent 로 사용되며 방출되는 냉각재는 격리밸브와 배관 

를 통해 안전감압계통 배관을 거쳐 IRWST 로 나가게 된다. 

참조원전 (KSNP) 의 안전감압계통은 2 Train 으로 구성되며， 각 Train 

은 안전감압밸브와 배관， 및 Rupture Disk 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감압계통 

을 통하여 배출되는 유체는 그 양이 적을 경우 Reactor Drain Tank (RDT) 

에 수용된다. 그러나 그 양이 많을 경우 Rupture Disk 를 파괴하고 격납용기 

로 방출된다. 감압밸브는 운전원에 의 하여 수동으로 작동된다 

(2) 열수력현상 분석 

안전감압계통은 안전주입계통이나 정지냉각계통의 작동이 필요한 상황 

에서 원자로의 압력이 높아 이러한 계통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 

여 설계된다 예로 TLOFW (Total Loss of Feed Water) 사고시에는 증기발 

생기로의 급수 공급이 완전히 상실되며， 이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전달되는 열전달 양이 줄고， 따라서 원자로는 과압된다. 이에 따라 

원자로냉각재는 가압기 안전밸브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된다 이 사고에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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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가 계속 방출되더라도 원자로 냉각재 압력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안 

전주입계통이 작동하지 않고 냉각재는 계속 상실되며， 노심이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안전감압계 

통이 필요하다. 

기준원전의 경우， POSRV 가 열리면 안전감압계통 배관에서의 공기 및 

비응축 개스， 그리고 가압기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불과 증기는 밸브와 배 

관， 그리고 Sparger 를 통하여 IRWST 로 방출되어 냉각된다 유체가 날R 님 •• 

및 Sparger 분사구멍을 통과할 때에는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한다. 안전 

감압계통 배관에서의 공기 및 비응축 개스가 IRWST 내 불과 접촉할 때에 

는 공기방울의 진동현상이 발생하며， 대형공기방울의 진동으로 인하여 하중 

이 발생한다. 공기방울의 진동이 끝난 후에는 가압기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 및 증기가 방출되며， 이 때 증기응축 현상이 발생한다. 유체가 밸브를 통 

하여 계속 방출되면 IRWST 내 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참조원전의 경우 운전원은 강제로 안전감압밸브를 개방하여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압력을 강하시킨다. 안전갇압밸브가 열리면 가압기 및 원자로냉 

각재계통의 불과 증기는 밸브를 통하여 격납용기로 방출되며， 이때 밸브에서 

는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하여 유체의 방출량을 제한시킨다 격납용기로 

방출된 유체 (물 및 증기) 는 격납용기 내부의 대기와 접촉하여 Steam 

Mixing 및 Condensation 현상을 발생시키며， 격납용기의 온도 및 압력은 상 

승하게 된다. 

종합실증실험장치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 

은 다음과 같다， 

(가) Blowdown 과정 

이 과정에서 가압기 안전감압밸브를 통해 방출되는 유체 (불과 증기) 

의 Critical 및 Sub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한다 Blowdown 과정은 원자로 

내부의 질량 및 에너지 Balance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심 

의 노출 및 과열에 최종적인 기여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IRWST 내 물 온 

도 및 구조물의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은 Critical Flow 현상이다. 

(나) IRWST 

IRWST 내 물은 중요한 Heat Sink 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체가 

IRWST 수조로 방출될 때에는 Air Clearing 현상과 증기 응축현상이 발생한 

다. Air Clearing 현상은 감압계통 운전 초기에 발생하며， IRWST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증기응축현상은 Air Clearin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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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끝난 후 발생하며， IRWST 내 불 온도가 포화온도에 가까워질 때에 

커다란 하중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r Clearing 현상은 순간적인 하중을 IRWST 에 부여하나， 1, 2차계통 

의 열수력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증기응축에 의한 하중도 IRWST 

에 국한되며， 1, 2차계통의 열수력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자로계통에서의 열수력현상을 모의하는 시설에서 IRWST 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자세하게 모의할 필요는 없다. 

(3) 설계요건 

(가)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안전감압계통이 작동할 때의 Blowdown 과정을 모의하기 

위하여는 실험장치의 감압계통을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성분이 실제 원전 

의 경우와 같아야 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 내 보유수량 (Water Inventory) 

대 방출량 비가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감압밸브 후단의 압력 분포와 배 

관에서의 압력손실이 보존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격납용기 모의용기로 방출되는 유동이 임계유동으로 지 

속되기 위하여는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실제 원천에서의 압력과 같거 

나 또는 그보다 작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시설의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은 실제 원전의 격납용기 체적을 체적비로 나눈 값과 같거나， 또는 보충 

시설을 통하여 압력을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IRWST 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Air Clearing 현상과 

증기 응축현상을 모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원자로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실험장치에서 가압기에서 

방출되는 증기는 격납용기 모의계통에서 직접 응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을 모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기가 잘 방출되고 증기응축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도록 계통을 설계하는 것이 펼요하다. 

기준원전의 경우 POSRV 전의 배관에는 Loop Seal 이 설치될 예정으 

로 있다 이 설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Loop Seal 이 실험장치에도 

설치되어야 한다. 

(나) 운전상 요구사항 

POSRV 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유량과 배관 내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안전감압밸브는 일정압력에서 자동 또는 제어실에서 수동 

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하며， 작동 압력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열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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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ead Time 이 0.2 s, 자동개방 시 개방시간은 1.5 s , 수동시는 0.5 s 가 

되어야 하며 이 값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 척도해석 

안전감압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1, 2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과 동일하다 감압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며， 

주요 부품의 높이는 1/ 2 로 축소된다. 따라서 각 부품의 체적은 원형의 

1/ 288 로 축소되어야 하며， 배관에서의 유동 단면적도 원칙적으로 1/ 144 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값이 1/ 2 로 축소되어야 한다 

TLOFW 사고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가 안전감압밸브와 

Sparger 를 통해 방출되므로 감압된다 감압 초기에는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 

이 격납용기 대기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방출통로 중 제일 단면적이 작은 

곳에서 유처1속도가 음속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Choking 이 발생한다 

면 Choking 이 발생하는 지점 즉 계통의 장치중 최소 흐름단면적에서의 유 

속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같도록 실험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유로에서 임계질량유속은 초기 유체의 온도 및 압력이 서로 같은 경우 

방출계수가 서로 같다면 임계질량유속이 서로 같게 된다. 실험장치의 안전감 

압계통에서 최소 흐름단면적을 갖는 곳은 안전감압밸브의 Throat 이며， 이 

곳에서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유속은 음속에 도달하며， 방출되는 냉각재를 보존하기 위하여는 실험장치의 

밸브 Throat 단면적이 실제밸브의 Throat 단면적의 1/ 203.6 이 되어야 하고， 

이 곳에서의 방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 가 보존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에는 IRWST 와 같은 수조와 Sparger 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Air Clearing 및 증기응축현상을 모의할 펼요가 없다 

(5) 계통 기본설계 

실험장치의 안전감압계통은 하나의 안전감압밸브， 및 밸브， 계측기기，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감압밸브 후단 배관은 격납용기 모의계통과 연결 

된다. 

안전감압밸브 Throat 단면적은 원형의 1/ 144 보다 크며， 밸브의 작동압 

력 등 주요 특정은 원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개방시간 등은 1/ 1.414 배로 축 

소된다 실험장치에서 밸브의 Throat 단면적은 밸브 후단에 설치되는 Orifice 

크기로 조절한다. 안전감압계통 배관으로는 상용 배관을 사용하며， 배관의 

전체 체적은 보존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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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감압밸브 ’ 안전감압밸브의 최 대운전 온도 및 압력은 370 

oc , 18.7 MPa 이다. 이 밸브는 Air Operated Globe Valve 로 ASME 

Section III, Class 1 과 동급으로 설계 제작된다. 이 밸브의 개방시간은 조절 

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2.0 초， 최소 0.14 초 이내에 개방 가능하여야 한 

다. 

(나) Orifice ’ 감압밸브 후단에 설치되며 설계 온도 및 압력은 370 

oC , 18.7 MPa 이 다. 

(다) 방출배관 , 안전감압밸브 전단에는 Loop Seal 이 적절히 설치 

되어야 한다. 밸브 후단에는 안전감압밸브의 유동단면적을 보존하기 위한 

Orifice 가 설치된다. 배관에서는 유체의 온도 및 압력이 계측된다. 

나. 안전주입계통 

(l) 계통 개요 

안전주입계통은 발전소 비상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저온의 냉각수를 

주입하여 노심의 노출을 억제하고， 피복재 온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이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로 강 

하하였을 때 작동한다. 

참조원전 (KSNP) 의 안전주입계통은 4 대의 srT (Safety rnj ection 

Tank) , 2 대의 고압주입펌프， 2 대의 저압주입펌프， 격리밸브， Check Valve 

와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으로 주입 

된다. SrT 는 저온관 하나에 하나씩 설치되며， 안전주입펌프는 각각 2 개의 

저온관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SrT 는 질소로 4.5 MPa 까지 가압되어 있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4.5 MPa 보다 작은 경우 자동적으로 찬 냉각수 

를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하게 된다. 저압주입펌프는 또한 정지냉각계통 

으로도 사용된다. 

기준원전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각각의 Dvr 관에 안전주입펌프 
와 srT 가 하나씩 할당된다 또한 srT 에는 Fluidic Device 가 장착될 예정 

이다. 

(2) 열수력 현상 분석 

안전주입계통은 주로 냉각재상실사고시 저온의 냉각수를 고온， 고압 

상태의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냉각재 상실사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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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이 외부로 방출되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 

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하 

하게 된다 제일 먼저 작동하는 기기는 고압주입펌프이며， 주입 양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srT 와 저온주입펌프가 순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기준원전의 경우， 저압주 

입펌프의 작동은 없으며， 고압주입펌프가 계속 냉각수를 공급한다.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주입 냉각수 유량 , 주입되는 냉각수 양은 원자로냉각재계 

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냉각재계통 압력이 높으면 냉각수 주입량이 작으며， 

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 주입량이 증가한다. 냉각수 주입량은 주입펌프 성 

능， SrT 압력 , 및 배 관 특성 (K Factor 포함) 의 함수이 다. 

(나) SrT : 기준원전의 경우 srT 에 설치된 Fluidic Device 는 냉각 

수 주입유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SrT 내 수위에 따라 

서 공급유량이 변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심의 냉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설계요건 

(가)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을 모의하기 위하여는，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되는 유량이 보존되어야 

한다. 주입 유량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조건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 손 

실， 및 펌프의 특성에 따라 변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조건은 실험시 

설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면 실제 원전에서의 조건과 같게 된다 따라서 실 

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 펌프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에 따른 유량은 원형 

의 1/203.6 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실험시설에서의 주입 배관 체적 

대 실제 원전의 배관 체적비 (1/ 288) 가 보존되어야 한다. 

srT 의 경우 체적은 척도법에 의한 체적 (1/ 288) 과 같아야 하며， 

Fluidic Device 의 성능은 원형의 성능과 같아야 한다 또한 srT 로 부터 주 

입점까지의 배관 체적과 압력손실 특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야
 
ω
 



(나) 운전상 요구사항 

각 주입점으로의 유량과 배관 내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srT, 안전주입펌프， ChargIng 펌프 등으로부터의 유량과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한편 srT 내부의 기체 및 물의 온도 및 압력과 수 

위가 측정되어야 하며， RWT 내부의 수위， 물온도 등이 측정되어야 한다. 자 

세한 계측지점 및 계측기 특성은 상세 설계시 확정된다. 

주입점의 격리밸브와 Bypass 관에서의 공기작동밸브의 특성， 예로 개 

방/닫힘 시간 은 실제 원전의 경우보다 1/ 1.414 배로 축소되어야 한다 배관 

Alignment 는 하나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압 및 저압 펌프 유량은 계통 압력에 따라 적절한 양이 주입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또한 srT 유량도 Fluidic Device 에 의한 유량만큼 주입되 

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srT 와 RWT 에서의 온도， 수위， 및 압력과 배관 내부의 불 온도가 실 

험조건과 일치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4) 척도해석 

안전주입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각 

부품의 체적은 원형의 1/ 288 로 축소되어야 하며， 격리밸브에서 주입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기준원전보다 1.414 배 빠르게 배관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한 각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값이 적절하 

게 축척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되는 안전주입수 유량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즉，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높으면 냉각수 주입 유량 

이 작으며， 계통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 주입 유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 

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안전주입펌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에 대한 축척된 유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주입유량은 기준 

원전의 1/ 203.6 이 되어야 한다. 

기준원전의 경우， SrT 에 설치된 Fluidic Device 는 냉각수 주입 유량 

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SrT 내 수위에 따라서 공급 유 

량이 변화한다. 차세대발전소에 사용될 이 Device 는 개발단계에 있다. 원형 

이 확정될 경우 이 원형의 냉각수 방출 특성과 같은 유량을 방출시킬 수 있 

는 장치나 제어 밸브를 srT 에 설치하여야 한다 srT 용량은 기준원전의 

1/ 288, 참조원전의 srT 용량의 1/ 204 중 큰 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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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통 기본설계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은 기준원전의 안전주입계통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조원전의 안전주입계통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참조원전과 달리 기준원전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모두 4 

개의 DVI 관에 안전주입펌프가 하나씩 할당되고， SIT 에는 Fluidic Device 

가 장착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기기와 배관을 적 

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실험장치에는 Charging System 이 안전주입 

계통의 한 부분으로 설치된다 

실험장치에서 안전주입계통은 4 대의 SIT, 2 대의 고압주입펌프， 1 대 

의 Charging 펌프， 2 대의 저압주입펌프 (SCS 펌프)， 2 기의 IRWST 모의용 

기，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안전주입계통은 2 Train 으로 구성되며， 

각 Train 에는 각 2 대의 고압안전주입펌프와 저압안전주입펌프가 할당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는 각 한 대의 고/저압펌프만 설치되며 이들은 하나의 

Train 에 물을 공급한다 

SIT 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배치되며， Fluidic Device 는 제어밸브로 

모의한다. 한편 SIT 체적은 원형의 1/204 로 설계되며 ， 1/288 의 체적을 모 

의하기 위하여 Stand Pipe 를 SIT 하부에 설치한다.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펌프 1 대가 두 곳의 DVI 관을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한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온관과 한 곳의 고온관 또는 두 곳의 DVI 관과 한 

곳의 고온관에 냉각수를 주입하도록 기기와 배관을 적절히 배치한다. 저압주 

입계통은 참조원전과 동일하게 1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온관을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저압주입펌프는 또한 정지냉각계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기 및 

배관이 배치된다 

초기 안전주입펌프의 냉각수 공급원으로는 IRWST 모의용기 

(T-RWT- l) 가 사용된다. 한편 재순환 과정에서 안전주입펌프는 IRWST 

모의용기 (T-RWT-2) 로 부터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관이 배치된 

다. 

안전주입계통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가) Safety Injection Tank (SIT) ’ SIT 는 4 대가 설치되며， 최 

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00 oC , 5.0 MPa 이고， 용량은 0.333 m3 이다. 이 탱 
크는 하부가 각각 타원형인 Cylinder 형태이며， SUS로 제작된다. 탱크 내부 

의 (80) %는 물로 채워지고， 질소 개스로 최대 4.5 MPa 까지 가압된다. SIT 

내부에는 내부 유처1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전기가열봉이 설치된다. SIT 

상부에는 물이 공급되는 관이， 하부에는 질소 공급관이 각각 부착되며， 하부 

로 냉각재가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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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하부는 전기가열봉 및 Stand Pipe 가 용이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Flange 형 태로 제작된다. SrT 에는 질소 압력， 물온도， 및 수위가 측정될 수 

있도록 Port 가 설치된다. 이 srT 는 보충수계통을 통하여 상온의 물을 공급 

받으며， 질소공급계통으로부터 질소를 공급받는다 srT 사양은 표 2.3-9 에 

명시되어 있으며 Stand Pipe 에 대한 사양은 표 2.3-10 에 주어져 있다 

(나) 고압주입펌프 , 고암 안전주입펌프는 1 대만 설치되며 

Charging 은 별도의 펌프로 수행한다. 고압주입펌프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 

은 177 oC, 14.3 MPa 이고， 최대유량은 43 lnd/hr 이다 한편 Charging 펌프 

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77 oC , 21.0 MPa 이고， 최대유량은 0.4 m3/hr 

이다. 고압주입펌프 자료는 표 2.3-11 에 있으며， Charging Pump 에 대한 

사양은 표 2.3-12 에 주어져 있다 

(다) 저압주입펌프 ’ 저압 안전주입펌프는 1 대만 설치된다 퍼표 p-•• 

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205 oC, 6.3 MPa 이고， 설계유량은 8.9 m3/hr 이 
다. 이 펌프 하류에는 열교환기가 설i 되어 있어， 이 펌프를 정지냉각계통으 

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사양은 정지냉각계통 설계에 명시되어 있 

다. 

(라) IRWST 모의용기 : 이 탱크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안전주입계 

통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물 저장수조로서， 최소한 30 분간 고/저압 안전주입 

펌프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탱크는 또한 정상상태 운전시 원자 

로냉각재계통에서 유출되는 냉각재를 수용하며 충전펌프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갖는다 탱크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44 oC, 0.3 MPa 이며， 탱크 

내 수온을 조절하기 위한 전기가열기가 수조 내부에 설치된다. 기타 상세한 

사양은 표 2.3-13 에 명시되어 있다. 

(마) 배관 , 이 계통에는 다양한 크기 및 규격의 밸브와 Pipe 가 

사용된다. 실험장치에서 고압 안전주입펌프 출구측은 1/ 2 n Sch. 160S, 저압 

안전 주 입 펌 프 출구측은 3/4 n Sch. 80S , srT 하부는 1“ Sch. 160S Pipe 및 밸 

브가 설치된다. 

안전주입계통의 전 부품에 단열개를 설치하여 외부로의 열전달을 최소 

화시킨다. 한편 배관내 온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순환 Loop 

을 설치하고 실험전에 RWT 의 물을 재순환시킨다. 이를 위하여 재순환을 

위한 방출로는 최대한 안전주입점 근처에 설치하며， 재순환이 불가능한 지점 

에는 Tracer Heater 를 배관 외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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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단모의계통 

(l) 계통 개요 

파단모의계통은 발전소에서의 냉각재누출사고를 모의하는 계통으로 냉 

각재가 누출되는 계통이나 부품과 격납용기모의계통을 연결시켜 준다 

실험장치에서 냉각재누출을 고려하는 계통이나 부품에는 원자로냉각재 

계통 저온관， 원자로 DVI 관， 증기발생기 세관， 증기발생기 급수관， 증기발 

생기 증기관 등이 있다 

(2) 열수력현상 분석 

파단모의계통은 고온， 고압의 계통이나 부품의 일부분이 파손될 때 그 

계통이나 부품과 격납용기모의계통을 연결하여 주는 계통으로 정상상태에서 

는 파단모의밸브로 격납용기와 격리되어 있다. 실험조건에 따라서 파단모의 

계통의 파단모의밸브가 열리면 고온， 고압의 물이나 증기가 파단모의장치 

(노즐) 를 통하여 격납용기모의계통으로 방출된다. 

유체가 파단모의장치를 통하여 방출될 때 유처1 (불과 증기) 의 Critical 

및 Sub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한다. 유체의 방출은 관련 계통이나 부품의 

질량 및 에너지 Balance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심의 노출 

및 과열에 최종적인 기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Critical 

Flow 현상이다. 

(3) 설계요건 

실험장치에서 파단모의계통이 작동할 때의 Blowdown 과정을 모의하 

기 위하여는 실험장치의 파단모의장치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성분이 실 

제 원전의 경우와 같아야 하며， 관련계통이나 부품의 보유수량 (Water 

Inventory) 대 방출량 비가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파단모의장치 후단의 압 

력 분포와 배관에서의 압력손실이 보존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격납용기 모의계통으로 방출되는 유동이 임계유동으로 

지속되기 위하여는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실제 원전에서의 압력과 같 

거나 또는 그보다 작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시설의 격납용기 모의용기 

의 체적은 실제 원전의 격납용기 체적을 체적비로 나눈 값과 같거나， 또는 

보충시설을 통하여 압력을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파단모의장치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유량과 배관 내 온도 및 압력 

이 측정되어야 한다 파단모의밸브는 일정압력에서 자동 또는 제어실에서 수 

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하며， 작동 압력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파단모 

의밸브 열림시간은 0.1 s 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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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척도해석 

파단모의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1, 2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과 동일하다. 파단모의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의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 온도와 동일하며， 주요 부품의 높이는 1/ 2 로 축소된다 

따라서 각 부품의 체적은 원형의 1/ 288 로 축소되어야 하며， 배관에서의 유 

동 단면적도 원칙적으로 1/144 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배관에서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값이 1/ 2 로 축소되어야 한다. 

냉각재누출사고 발생시 관련계통이나 부품의 내부 압력은 격납용기 대 

기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방출통로 중 제일 단면적이 작은 곳에서 유처1속 

도가 음속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Choking 이 발생한다면 Choking 이 

발생하는 지점 즉 계통의 장치중 최소 흐름단면적에서의 유속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같도록 실험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의 파단모의계통에서 최소 흐름단면적을 갖는 곳은 파단모의 

장치 (파단모의노즐) Throat 이며， 이 곳에서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유속은 음속에 도달하며， 방출되는 냉 

각재를 보존하기 위하여는 실험장치의 파단모의노즐 Throat 단면적이 실제 

파단부 단면적의 1/ 203.6 이 되어야 하고， 이 곳까지의 방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 가 보존되 어 야 한다 

(5) 계통 기본설계 

실험장치의 파단모의계통은 하나의 파단모의밸브， 파단모의 노즐， 및 

밸브， 계측기기，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파단모의 노즐 후단 배관은 격납용기 

모의계통과 연결된다. 

파단모의밸브의 작동압력 둥 주요 특정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조건과 

같다. 

(가) 파단모의밸브 ’ 밸브의 최대운전 온도 및 압력은 370 oC, 

18.7 MPa 이 다. 이 밸브는 Air Operated Gate Valve 로 ASME Section III, 

Class 1 과 동급으로 설계 제작된다. 이 밸브의 개방시간은 0.1 초 이다. 

(나) 파단모의노즐 , 파단모의밸브 전 또는 후단에 설치되며 설계 

온도 및 압력은 370 oC, 18.7 MPa 이다 

(다) 방출배관 ’ 파단모의노즐 후단에는 노즐에서의 Critical Flow 현상 

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즐 Throat 보다 4 배 이상 큰 배관이 설치되며， 배관 

에서는 유체의 온도 및 압력이 계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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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차계통 

2차계통은 1차계통 

실험시 경계조건을 

모의하지 않는다 

하여 주증기계통， 

구성된다.증기 

냉각계통 

냉각된 

및 

기능 

열수력 

이차계통의 

가압경수로 

노심에서 발생한 

제공하는 역할을 

또한 2차계통은 

주급수계통， 

발생기 2차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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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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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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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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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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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
 열 -? 

주
 

거
 

응축 

二;l/
닙 기→ 공급되고，응축기에서 

주급수펌프에 의해 

으로 

재공급되는 2차측으로 」

」

1 

있도록 

있도 

정상운전 상태까지 

충분히 제거할 

특성을 

하였다 

보장하기 

주급수와 

된다. 

위하여 2차 

보조급수의 

특히， 2차계통 

노심출력에 따른 열에 

대한 설계 및 제어능력 

2차계통은 실험장치의 초기 저온운전 상태로부터 

차계통의 노심부하와 연동하여 발생한 열에너지를 

설계되었고， 사고 모의시 증기발생기 2차측의 

각 계통의 배관， 각종 밸브 및 펌프의 특성을 모의 

2차계통은 증기발생기 2차측의 주요 경계조건을 

계통에 설치되는 각종 밸브의 동적 특성과 배열 

건 및 작동특성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제어 

의 중요 기능인 초기운전 및 정상상태 운전시 1차측 

너지 제거능력 확보의 측면에서 응축 및 냉각계통에 

확보가 2차계통의 성 능보장에 중요부분을 차지 한다. 

/
T 

형성한다. 폐 쇄 회 로(closed system)를 

/
T 보존할 열수력 

;ζ 
←」및 

로
 
「

냉각계통으로 구 

표 2.3-14에 표시하였다. 

및 응축 

요구기능 

주증기， 주급수， 보조급수， 그리고 

필수 구성요소와 설계 주안점을 

종합효과 실험장치 (ATLAS)의 

열에너지에 대한 열침원 (heat sink) 

수행하게 되므로 기존 원자로의 터빈을 

차세대원자로(APRl400)를 기준원전으로 

보조급수계통， 그리고 응축 및 냉각계통 

발생된 주증기는 

응축되고 

주급수계통을 

및 구성 이차계통의 

이차계통은 

성된다.2차계통의 

나. 

기능 

기준원자로(APR1400)의 주급수는 온도 232XC , 압력 

1069.8kg/s의 조건으로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주입되며， 

7.38MPa의 주증기가 터빈으로 입력된다. 이때 증기발생기 

기준원자로에서는 증기발생기당 2개의 

주증기관에는 주증기대기방출밸브(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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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3，983MWt이다.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l)기준원자로의 

7.69MPa’ 

289.4 oC, 

열출력은 

정격운전시 

유량 

압력 

의 최대 

증기관으로 

도 



1 개)， 주증기안전밸브(MSSC， 5개， (총 20m), 주증기격리밸브등(MSIV， 1개) 

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증기관이 모이는 주증기헤더 하류측에 터빈정 

지밸브， 터빈우회밸브 등이 설치 된다. 

ATLAS 장치에서는 증기발생기당 1개의 주증기배관을 모의하였고， 주 

증기배관에는 1개의 주증기대기방출밸브， 3개(총 6개)의 주증기안전밸브， 1개 

의 주증기격리밸브 등이 설치된다. 터빈정지밸브 및 터빈우회밸브 등은 본 

장치에서 모의하지 않았다 

주급수는 증기발생기당 1개의 하향유로 노즐과 2개의 이코노마이저 노 

즐을 통하여 증기발생기로 주입되며， 주입유량은 각각의 주급수 유량조절밸 

브에서 독립적으로 조절된다.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 불가능할 

경우 고온 대기 운전모드에서 증기발생기의 급수량을 유지하고 1차계통이 

고온대기 상태에서 정지상태로 가는 동안 1차계통이 정지냉각계통과 연결될 

때까지(l차계통 온도/압력 ’ 176.TC/ 2.83MPa)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유지한 

다. 보조급수계통은 각각 독립된 t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각 운전 단계별 계통의 요구기능 

Heat-up 단계시에는 이차계통의 충분한 heat-up응 보장하고 실험 초기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주급수의 온도와 유량을 순간설정 조건의 80 ~ 120% 

내에서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향유로와 이코노마이저 급수유량은 

노심출력과 주증기유량 그리고 증기발생기 이차측 수위에 따라 독립적 혹은 

연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상상태 운전시에는 사고 모의시 

초기조건을 제공하는 상태로서， 이차측은 일차측 열출력에 해당하는 양을 제 

거 함으로써 일차측과 이차측의 열평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차측 열출력에 비려1하는 열방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급수 및 주증기 

조건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2차계통의 기능을 요구하는 주요 사고 

유형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주급수관 파단사고， 급수상실사고 등이 있으며， 

각종 사고발생시 이차계통은 공학적안전설계개념(ESFAS)에 의한 각종 안전 

제어선호에 의해 자동제어 되도록 설계/구성된다. 초기 heat-up 과정， 정상 

운전 과정과 사고모의시 2차계통의 요구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증기안전밸브 및 대기방출밸브의 개방 및 방출유량 제어 

주증기격리신호에 따른 격리밸브의 계통 격리 및 순서 

보조급수주입신호(AFAS)에 따른 보조급수 주입 

주요 밸브의 동적 특성(반응속도， 이상유체 임계유량， 등) 및 배열 

주증기 관 및 주급수관의 압력 강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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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과의 열평형 유지를 위한 냉각계통 제어 

다 이차계통의 설계중점사항 

(l) 열수력적 요구사항 

이차측 열수력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고유형으로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주급수관 파단사고， 전체급수상실사고 등이 있으며， 주요 열수력 

현상은 파단부 또는 주증기안전밸브를 통한 이상 임계유속 등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주요 열수력 현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차계통 배관에 

설치되는 각종 밸브의 동적특성과 배열 및 방출유량， 주증기관과 주급수관의 

압력 강하 특성 및 급수조건， 보조급수의 작동특성 모의 등의 요구사항에 중 

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2) 기 하학적 요구사항 

주증기관과 주급수관의 기하학적 배치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배관자체 

의 열팽창을 충분히 흡수하여 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배관을 통한 

압력강하 등을 모의할 수 있도록 기준원자로의 기하학적 형상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동적하중분포， 각종 지지점설치， 설 

치시 발생하는 여러문제 등을 고려하여 배관 및 각종 기기의 배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주증기배관은 주증기격리밸브를 정점으로 하여 증기발생기 노즐 

까지 일정비율의 기울기 (3m당 3cm)로 설계되어 응축수의 배수를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다. 

(3) 척도해석결과 

ATLAS 장치는 기준원전(APRl400)의 1/ 288 체적척도(높이 1/2)를 기 

준으로 설계되고， 노십출력은 정격노십출력비 1/203.6의 10% (10% of scaled 

full power, 약 1. 96MWt) 정도이다. 따라서 2차계통의 용량(특히， 응축 및 냉 

각계통의 용량)은 노심출력비(1/2036)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표 2.3-15~ 18 

에 2차계통에 대한 척도해석 결과를 표시하였다. 그림 2.3-17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증기배관에는 기준원전의 격리밸브와 유량조절밸브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격리밸브와 주증기유량조절밸브가 설치된다. 기준원전의 경우 증기발생기 

당 2개씩의 주증기배관이 있으나 본 장치에서는 1개씩의 주증기배관을 모의 

하고， 주급수는 2개의 economlzer 노즐과 1개의 downcomer 노즐을 통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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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기로 주입된다. 기준원전에 대한 설계자료는 KOPEC (1998, 1999) 에 

서 인용하였다. 

라 이차계통 관련 기술사양 

(l) 주요 계통 

이차계통은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그리고 복수계통으 

로 구성된다 주증기배관에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ADV) ， 주증기 안전밸브 

(MSSV) , 주증기 격리밸브(MSIV)가 각각 설치된다. 주급수계통은 주급수 펌 

프(MFP)와 주급수 격리밸브(MFIV)등이 설치된다 보조급수계통은 독립된 

tram으로 구성 되 며 , 보조급수 격 리 밸브(AFIV) ， 보조급수펌 프(AFP)등으로 구 

성된다. 마지막으로 응축 및 냉각계통은 복수탱크와 열교환기 (SHell& tube 

type heat exchanger) 그 리 고 주 변 장치 (vent condenser, auto-b!eed, high & 

!ow pressure injection system)가 설치된다. 

이차계통의 설계압력/온도는 급수상실사고와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한계 

치에 의해 100 bar/311 oc 로 한다. 

(2) 주증기계통 

주증기배관(Main Steam Line) 

주증기배관은 증기발생기당 1개씩으로 구성되고 총 2개의 tram으로 구 

성된다. 두개의 주증기관은 주증기헤더 (main steam header)에서 모여 복수탱 

크(condenser)로 연결된다 증기발생기로부터 주증기헤더 사이에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주증기 유량조절밸브 등이 

설치된다. 

주증기배관 및 각종 지지대의 설계는 열팽창의 영향과 정상운전， 실험 

중 과도현상에 의한 모든 정적 및 동적부하 그리고 응력 및 모멘트를 고려 

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주증기배관은 증기발생기로부터 발생하는 최대증기유 

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설 계 되 었 다 (sca!ed full power의 10% 경 우 

노심 열출력은 1.96MWt이고， 이경우 이차측 주증기유량， 온도， 압력은 각각 

1.05kg/s, 289.4 oC , 73.8 bar이다.)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Atmospheric Dump Va!ve) 

주증기 격 리 밸브가 닫혀 있거 나 복수기 가 방열부로서 의 역 할이 불가능 

할 때 증기발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증기관마다 대기방출밸브가 하나씩 

설치된다. 주증기 방출밸브는 제어반에서 작엽자에 의한 수동동작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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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었다. 

주증기 안전밸브 (Main Steam Safety Valve) 

주증기 안전밸브는 주증기관의 주증기 격리밸브 상류에 설치된다. 주증 

3개씩이 설치되며， 최대 증기유량과 동일한 

설계되었다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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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할 수 있어야 하며， 주증기격리밸브 상하류에 

관련기기의 파단사고시 주증기 격리신호(MSIS)에 

전원상실시 닫히도록(fail-close) 설계되었다 

주증기 격리기능을 수행하고 유량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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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급수계통 

열교환기 출구로부터 

1개의 하향유로 노즐과 

통하여 각 증기발생기로 주입된다. 

주급수격리밸브가 각각 설치된다. 주급수격리밸브는 

받아서 각각의 급수량을 조절하게 된다. 주급수계통은 

운전부터 정상상태 운전까지의 과정시에 필요한 양의 

온도， 압력으로 조절하여 증기발생기에 주입할 

펌 프(Main Feed water Pump) 

열교환기에서 냉각된 급수를 

수행한다. 

주급수배관(Main Feed Water Line) 

증기발생기 주급수 노즐까지를 의 

2개 의 이 코노마이 저 (economizer) 

전단에는 체크밸브와 

유량제어장치의 제어선 

실험장치의 초기 

주급수를 미리 설정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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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하향유로 주급수노즐과 2개의 이코노마이저 

격리밸브가 각각 설치된다 주급수 격리밸브는 

계통을 격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급수 

증기발생기의 수위에 따라서 각각 

APRl400의 경 우 1차계 통의 

하향유로 노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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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T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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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에 비려1 

APRl400에서의 

나타내었다. 

추후 면밀한 

7' 二;l /-L→
기→ B 기→τr 

2.3-17에 

유량의 변화를 

유량분배율은 

나머지 

그림 
7' 二;l/
기→닙기→ 

공급되고 

공급된다. 

노즐간 

따른 

유량만 

노즐에 

노즐에 정격의 

2개의 이코노마이저 

변화에 따른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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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향유로 

하여 

출력의 
7' 二:=L---"= 7L 
T l=l T~ 

결정될 것이다. 

ATLAS 

거쳐 검토를 

(4) 보조급수계통 

보조급수배 관(Auxiliary Feed Water Line) 

구성된다. 

주급수배관에 연결된다 

광역수위 저신호 

보조급 별개의 배관으로 

사이의 

상태이나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에 따라 

노즐과 체크밸브 

정지/닫힘 

보조급수배관은 

하향유로 

정상운전시 

7' 二;l/
「→ B 기→ 수배관은 

된다. 

보조급수계통은 

보조급수작동신호(AFAS)에 의해 동작/열림 

보조급수펌 프(Auxiliary Feed Water Pump) 

설치된다 

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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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급수펌프의 사양과 

응하여 제어열림상태를 

냉각계통 및 응축 (5) 

응축 탱 크(Condenser) 

주증기 

노즐， 복수방출노즐， 스프레이노즐， 

등이 연결된다. 주증기 주입노즐로 

방출된 응축수가 열교환기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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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에 표시하였다 

응축수 

vent-condenser 

열교환기 (HX-CD-I)에 의 해 

II, 
응축수는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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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고압주입수노즐 

방출노즐에서 

통해 분사되는 

복수탱크의 수위는 

입 노즐， vent-condenser 

저압주입수노즐， 

부터 주입된 증기는 

재순환되어 스프레이노즐을 

축되도록 설계된다. 이때 

통에 의해 제어되고， 압력은 

제어된다.복수탱크의 그림 

열교환기 (Heat exchanger-I, 

복수탱 크로부터 방출된 고온의 

개략도를 



냉각되어 주급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복수탱크로 재주입되는 

재순환류는 열교환기 (HX-CD-II)를 거치도록 설계된다. 열교환기 (I)의 냉각 

용량은 약 1.8 MWt이고 열교환기 (II)의 냉각용량은 약 0.3 MWt이다. 열 

교환기의 총 정격용량은 2.1 MWt이다 또한 응축탱크의 수위 조절을 위한 

자동 bleed와 연결된 HX-CD-III는 고온의 이상유체를 응축시켜 방출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HX-CD-III의 용량은 0.3 MWt이다. 

주변장치 

복수탱크의 주변장치로는 저압/고압 주입장치， vent-condenser 계통， 

스프레이분사계통， 그리고 auto-bleed 1Ì]통 등이 있다. 저압주입장치는 복수탱 

크에 초기 수위를 설정하기 위한 설비로서， 정상상태와 천이운전 시에는 작 

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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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기기계통 

가. 정지냉각계통 

(l) 개요 

정지냉각계통은 발전소 정지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준원전(APR-1400)의 정지냉각계통은 2 대의 정지냉각펌프 

와 열교환기 및 격리밸브， Check Valve와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수 

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에서 흡입되어 저온관으로 방출된다. 정지냉각 

계통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격리밸브로 격리되어 있다. 격리밸브는 정상운전 

시에는 닫혀있으며，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개방된다.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는 정지냉각펌프 후단에 있으며，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물을 적절히 냉각시켜 저온관으로 주입함으로써 노심의 열 

을 제거한다. 기준원전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독립적인 정지냉각계통 

이 존재한다. 참조원전(KSNP)에서는 정지냉각계통의 주요 배관과 밸브， 계 

측기 등은 안전주입계통에 속하며 저압주입펌프가 정지냉각펌프로 사용되며， 

정지냉각 열교환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은 기준원전 (APR-1400)의 정지냉각계통 성능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조원전(KSNP)의 정지냉각계통 기능을 동시에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참조원전의 정지냉각계통의 구성 및 기능이 

기준원전의 정지냉각계통과 유사하며， 실험장치에서는 정지냉각펌프와 정지 

냉각 열교환기를 포함하는 정지냉각계통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 

었다. 

실험장치에서 정지냉각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며， 각 Train은 1 대 

의 정지냉각펌프와 정지냉각 열교환기로 구성된다. 흡입부는 기준원전과 동 

일하게 고온관에 설치되며， 배출부는 저온관 또는 DVI 관에 설치된다 그림 

2.3-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장치의 1 Train은 1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 

온관 또는 DVI 관을 담당하도록 배치된다. 

(2) 설계 요건 

정지냉각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Train은 하나의 퍼표 p-•• 

와 열교환기 및 밸브， 계측기기，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 

은 고온관에서 취수하여 냉각한 후 2 곳의 저온관 또는 DVI 관으로 냉각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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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냉각계통 펌프 및 열교환기의 유량은 본 실험장치에 적용된 척도 

법에 따라 기준원전에서의 유량의 1/203.6이다. 펌프는 윈십형 펌프이며， 부 

적절하게 고압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밸브 및 

Check 밸브로 보호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은 적절히 계측되고 제어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곳에서 

유량이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체의 온도와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 

다. 냉각재의 취수 및 방출부에는 관 격리를 위하여 원격조정 격리밸브가 설 

치되어야 한다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배수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3) 기술 사양 

정지냉각계통은 2 Train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1 Train만 설치된 

다. 그러나 상세 설계의 과정에서 나머지 1 Train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공 

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가) 정지냉각 펌프 

정치냉각펌프는 1 대가 설치되며， 펌프의 최대 운전온도 및 압력은 205 

oc , 6.3 MPa 이고， 최대 8.9 m'/hr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 펌프 하류 

에는 열교환기가 설치된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2.3-19을 참조한다. 

(나) 정지냉각 열교환기 

이 열교환기는 Shell & Tube 형식으로， 고온의 물은 Tube 측으로 흐 

르며， Shell 측으로는 기기냉각수(Component Cooling Water)가 흐른다. 이 

열교환기는 391 kW의 열제거 능력을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이 열교환기의 

Tube 측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205 oC , 6.3 MPa 이고， Shell 측 최대운전 

온도 및 압력은 122 oC, 1.2 MPa 이다. 이 열교환기의 정격용량은 Tube 측 

이 6.38 m'/hrol 고， Shell 측은 12.27 m’/hr이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2.3-19 

을 참조한다. 

(다) 배관 및 계측장치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Drain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배수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 

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에는 조립작엽 및 구 

조상 적절한 곳에 Flan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Vent, 

Drain , 및 기타 밸브와 Flange의 사양과 수효는 상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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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계통에는 고온관에서 유입되는 유체의 온도， 압력， 및 유량을 측정 

하기 위한 계측기가 부착되며， 열교환기 후단에서 온도가 계측된다. 

나 격납용기 모의계통 

(l) 개요 

기준원전 (APR-1400)의 격납용기계통은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누출시키 

지 않도록 발전소 주요기기를 격납하는 기능을 갖는다. 격납용기는 일차계통 

과 안전계통 등 주요부품을 수용하며， 냉각재상실사고 등과 같이 고온， 고압 

의 유체가 격납용기 안으로 방출될 때 이를 안전하게 수용하며， 또한 격납용 

기 내부 압력을 일정한도 이하로 유지시킨다.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발생시 유출되는 고 

온， 고압의 유체를 안전하게 수용하며， 또한 모의계통 내부압력이 발전소 사 

고시 발생하는 압력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은 축척법에 따른 체적보다 작은 체적으로 

설계되며， 이 모의 용기의 체적은 사고 모의시 격납용기로 유입되는 모든 유 

체를 수용하면서 모의용기의 압력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커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의용기는 Test Matrix로 고려되는 사고 

(LB-LOCA, DVI Line Break 등)에서 방출되는 모든 냉각재량을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Separator를 포함하는 2개의 Separating 

Vessel (SV #1 , #2) , 분리된 물을 수용하는 5개의 Measuring Vessel (MV 

#1 , #2, #3 , #4, #5) , 5개의 Load Cell 방식 전자저울， 분리된 증기를 방출시키 

면서 압력을 조절하며 유량을 계측하는 증기방출배관과 관련 밸브， 및 기타 

배관과 밸브로 구성된다. 

파단계통으로부터 Separating Vessel로 유입된 기 액 혼합유체는 

Separator를 통과하며 증기와 물로 분리된다 분리된 물은 사고별로 정해진 

Measuring Vessel에 축적 이 되 고， Measuring Vessel의 질 량변화를 Load 

Cell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물의 방출유량을 예측한다. 또한 분리된 증기 

는 압력조절밸브를 통해 방출되면서 유량이 측정되어지며 Separating 

Vessel의 압력은 정해진 압력으로 유지된다 한편 그림 2.3-20에 나타난 바 

와 같이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에 배수 및 배기를 위한 배 

관이 설치되며， Separating Vessel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가 추가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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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요건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압력은 기준 발전소의 사고시 격납용기가 경험하 

는 압력 경향과 같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조절밸브를 제어함으로써 격납 

용기의 압력을 조절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각 Vessel에는 냉각수의 배수 

와 기체 및 증기의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배수는 각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의 하부에서， 배기는 상부에서 수행되 

어야 한다. 또한 Separating Vessel은 부적절한 과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 

각 Separating Vessel의 압력과 온도가 적절히 계측되고 제어되어야 하 

고， 각 Measuring Vessel의 압력과 온도， 및 수위가 적절히 계측되고 제어되 

어야 한다. 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증기의 유량이 압력조절밸브 전단의 

유량계에 의하여 측정되어지며， 이를 위하여 온도와 압력이 적절하게 측정되 

어야 한다. 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물의 유량은 Measuring Vessel의 

질량변화로 측정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각 용기 및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용기와 배관에는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 

에 배기 및 배수를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2.3-20은 격납용기 

모의계통 개략도를 보여준다. 

(3) 기술 사양 

(가) Separating Vessel 

격 납용기 모의 계 통의 Separating Vessel #1 및 #2는 Cylindrical Vessel 

로 높이가 2.0 m이며， 내경은 각각 1.6, 0.8 m이고， 최대 운전온도 및 압력은 

200 oC , 0.5 MPa 이다. Separator #1 , #2가 각각 Separating Vessel #1 및 #2 

의 내부에 제작 및 설치된다. 

이 용기의 상부 Head에는 용기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 

치된다. 용기의 상부에는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며， 용기의 하부에는 배 

수를 위한 배관이 설치된다. 용기는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한다. 단열 

재의 종류와 두께는 상세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제공된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2.3-20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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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eparator 

Separator #1 , #2는 각각 Separating Vessel #1 및 #2의 내부에 제작/설 

치되며， 사고모의시 파단부를 통해 유입되는 혼합유체를 불과 증기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리된 증기의 유량은 충분한 건도를 가져야 하며， 유량계 

에 의해 계측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 Measuring Vessel 

Measuring Vessel #1 , #2, #3 , #4, #5는 윈통형으로 높이는 3.0 m이며， 

내경은 각각 0.69, 0.42, 0.2651 , 0.42, 0.1615 m이고， 최대 운전온도 및 압력은 

200 oC , 0.5 MPa 이다. Measuring Vessel 자체의 무게는 #1의 경우 약 244 

kg, #2 와 #4의 경우 약 139 kg, #3의 경우 약 88 kg, #5의 경우 약 43 kg이 

다. Measuring Vessel 자체의 무게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는 용기 자체의 

무게의 증가 때문에 Load Cell의 측정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Measuring Vessel은 최 대 한 가볍 게 제 작되 어 야 한다. 

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물의 양은 Measuring Vessel의 질량 변화로 

측정된다. 질량은 Load Cell 개념의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5개의 

Load Cell의 측정용량은 #1의 경우 1500 kg , #2 와 #3의 경우 600 kg , #3의 

경우 300 kg, #5의 경우 150 kg이다. 5개의 Measuring Vessel의 선택은 네 

개의 3 Way Valve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Measuring Vessel과 Separating 

Vessel의 사이의 Pressure Balancing Line에는 0ψOff 제어밸브가 설치된다. 

3 Way Valve (4 EA)의 조작을 통해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 사이의 유로를 제어한다. 특정 Measuring Vessel의 측정 중량이 정 

해진 중량 이상이 되면 3 Way Valve의 방향이 조작된다. Measuring Vessel 

의 수위가 정해진 값(약 80%)에 도달하면 On/Off Valve (OV-CS-Ol, 02, 

03, 04, 05)를 작동시 켜 Measuring Vessel을 격 리 한다 

용기의 상부에는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며， 용기의 하부에는 배수 

를 위한 배관이 설치된다. 또한 용기의 측면에 차압계를 설치할 수 있는 노 

즐이 설치되어야 하고， 용기의 상부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수 있는 노즐이 설 

치되어야 한다. 용기는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한다.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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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 및 계측장치 

이 계통에는 압력조절밸브， 3 Way 밸브， Safety Valve 및 각종 수동밸 

브가 존재한다. 압력조절밸브의 전단， SV #1 및 SV #2의 출구배관에는 유량 

계가 설치되며， 압력 및 온도가 동시에 측정되어진다 파단부로부터 

Separating Vessel #1 및 #2로 혼합유체가 유입되는 배관에서 압력 및 온도 

가 측정되어진다 각각의 Separating Vessel 및 Measuring Vessel에는 압력 

및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기가 설치된다.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의 유처1 온도가 측정되며， 방출 유량의 측정을 위해 여러 개의 Load 

Cell을 이 용하여 Measuring Vessel의 질 량을 측정 한다.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Drain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에는 조립작엽 및 구조상 적절한 

곳에 Flan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Vent, Drain, 및 기 

타 밸브와 Flange의 사양과 수효는 상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된다. 

다. 보충수계통 

(l) 개요 

기준원전 (APR-1400)의 보충수계통은 일/이차계통과 안전계통의 부품에 

물을 채우며， 또한 원자로 운전중에는 일차계통에서 누설되는 양만큼 보충하 

여 주는 기능을 갖는다 실험장치의 보충수계통은 단순히 실험시설 운전 전 

에 일/이차계통과 안전계통의 부품에 물을 채우는 기능만 담당하도록 설계된 

다. 기준원전의 원자로 운전중 일차계통에서 누설되는 양을 보충하여 주는 

기능은 안전주입계통의 기능으로 전환하였다. 보충수계통은 큰 용량의 수조 

와 물을 공급하는 펌프， 그리고 수질을 정화시켜 주는 Filter 및 Ion 

Exchanger로 구성된다. 수조는 실험 초기에 일/이차계통， SIT, Containment 

와 RWT (Refueling Water Ta띠d 등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 

여야 하며， 저장수조로는 두 개의 RWT가 사용된다. 그림 2.3-21은 보충수계 

통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2) 설계 요건 

보충수계통은 일/이차계통， 

RWT(Refueling Water Tank) 등에 

SIT, Containment Simulator, 및 

화학 처리된 물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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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는 충분한 용량의 펌프 및 Demi-Water를 수용하는 보충수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기술 사양 

(가) 보충수조 

보충 수조로는 두 개의 개장전수조(RWT)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이 수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순수(De-mineralized W ater)를 

수용한다. 순수의 수질은 상세 설계 단계에서 제공된다. 하나의 RWT의 처1 

적은 약 8 m' 이며， 두 개의 RWT는 일차계통， 이차계통， 안전계통， 및 격납 

용기 모의계통 등에서 요구하는 보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 나) Fill Pump 

이 펌프는 보충수조의 물을 일/이차계통， 안전계통， 및 기타 물을 펼요 

로 하는 부품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된다. 펌프의 용량은 36 m'/hr이며， 

유체와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2.3-21을 참조한다. 

( 다) Ion Exchanger 

이온교환기는 보충수조의 전단에 위치하여 보충수조에 물을 채울 때 

사용된다. 이온교환기는 혼상 이온교환수지로 채워져 있고， 최대 5 m'싸lr의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설비에는 pH , 용존 산소량， 

Conductivity, 및 탁도를 계측하고 이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야 한다. 

(라) Filter 

이 Filter는 보충수조에 저장되는 물에 함유된 불용성입자를 제거한다 

이 여과기는 2 마이크론 이상의 입자에 대하여 98%의 여과효율을 갖는 

Cartridge 형이다 여과기는 최대 막힘 조건에서 부품의 허용 압력차를 초과 

하지 않고 최대 예상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다. 

(마) 배관 및 계측장치 

이 계통 중 외부 계통과 접속하는 체크밸브와 격리밸브를 제외한 모든 

밸브와 배관은 Sch. lOS로 설계된다 배관은 외부와 적절히 단열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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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 및 배 

수를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에는 조립작엽 및 구조상 적절한 곳에 Flange가 설 

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Vent, Drain 및 기타 밸브와 Flange 

의 사양과 수효는 상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된다. 배관에는 공급되는 물의 

압력 및 온도와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설치된다.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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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기냉각수계통 

(l) 개요 

기준원전 (APR-1400)의 기기냉각수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시 

각종 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실험장치의 

기기냉각수계통은 이차계통의 응축기 열교환기， 정지냉각계통의 열교환기， 

기타 열교환기， 펌프 또는 모타 등에서의 열을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설계된 

다. 이 계통은 Coo!ing Tower, Coo!ing Pump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되며， 

기기냉각수계통의 열은 Coo!ing Tower에서 제거된다. 그림 2.3-22는 기기 

냉각수계통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2) 설계 요건 

기기냉각수계통은 이차계통의 응축기 열교환기， 정지냉각계통 열교환 

기， 기타 열교환기， 펌프， 또는 모타 등에서의 열을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충 

분한 용량의 냉각수를 제공하고， 이 냉각수를 적절하게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냉각된 물을 저장하는 충분한 용량의 수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응축기 열교환기와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는 각각 2284.8 kW와 394 kW의 

냉각능력을 요구하며， Shell 측을 흐르는 기기냉각수의 유량은 각각 152 m' 

/hr와 13 m'/hr 이 상이 어 야 한다.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 

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 및 배수를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냉 

각펌프 후단에서는 유체의 압력과 온도가 측정되어야 하고， 각 배관에는 유 

량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기술 사양 

(가) Coo!ing Tower 

Coo!ing Tower는 수조를 포함하는 일체형으로 최 대운전온도 및 압력 

은 150 oC, 1.0 MPa이며， 최대 운전용량은 4.3 MW이다. 

(나) Coo!ing Pump 

이 펌프는 Coo!ing Tower 내부 물을 흡입하여 각종 열교환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의 용량은 255 m'/hr이며，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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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0 OC , 1.0 MPa 이다 유체와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c 

다. 

(다) 배관 및 계측장치 

이 계통에는 4 개의 공기구동 유량제어밸브와 유량계 및 Strainer가 설 

치된다 주요 배관의 크기는 5 인치이며， Sch. lOS로 설계된다 자세한 사항 

은 표 2.3-22에 정리되어 있다. Cooling Pump의 후단에서 냉각수의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며， Cooling Tower의 입， 출구의 온도가 측정된다 배관은 적 

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Drain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 

절한 위치에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 

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에는 조립작엽 및 구조상 적절한 곳에 Flan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배기 및 배수를 위한 밸브 및 기타 

밸브와 Flange의 사양과 수효는 상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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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열손실 보상계통 

가. 서론 

가압경수로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장치는 높이를 1/2로 부피를 288분의 1 

로 축소하여 체적에대한 표면의 열전달 면적이 상대적으로 원형보다 크게 

된다. 이장치는 열전달 면적비가 원형보다 약 12배 증가되어 과도한 열 손실 

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측정을 위한 센서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플랜지， 지 

지를 위한 추가적인 구조물 등이 열손실 원으로 추가되어 이로 인한 과도한 

열손실을 막아주는 열손실보상계통이 필요하다 실험장치의 열손실 양은 실 

험장치를 제작한 후 각 컴포넌트의 열손실 양을 다양한 기법으로 측정하여 

알아낼 수 있다. 총 열손실량(Integral heat loss) 측정기법의 경우， 일차 측에 

일정한 유량을 흘려보내고 노심히터를 가열하여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장시 

간 유지하는 출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때 구해낸 출력이 고유의 열손실 값 

이 된다. 열손실 양은 냉각수의 초기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천이실험방 

법 (Transient method)을 통하여 출력을 올리고 내리면서 열손실의 시상수 

(Time constant)를 얻어낸다. 이와 같이 얻어낸 총 열손실량은 국부적으로 

측정하여 얻어낸 컴포넌트들의 열손실 양을 모두 더한 값과 비교한다. 그 차 

이는 측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확설도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각 컴포 

넌트에는 온도 압력 센서라인， 플랜지， 기타부착물 등 국부적으로 열손실량 

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착붙이 많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측 

정에러는 피할 수 없다. 열손실보상계통은 원형의 축소로 인하여 야기되는 

과도한 열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상 컴포넌트의 외벽에 설치한다. 설치는 

증기발생기를 포함한 일차 측 컴포넌트에 한정한다. 열손실보상계통은 열손 

실을 차단하는 단열재와 열손실을 보상하는 히터를 적절히 배합하여 구성되 

며， 히터는 트레이서히터를 이용한다. 

나 열손실 보상 구역 설정 

열손실보상구역은 증기발생기 및 srT를 포함한 일차측으로 제한한다 

일차 측의 컴포넌트들은 용기의 직경이 다르고， 플랜지， 센서라인， 노즐 지지 

대 등의 각종 부착물로 인하여 열손실양이 위치 별로 달라진다. 열원인 트레 

이서 히터는 균일한 전력을 공급한다. 트레이서 히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불 

균일한 열손실 분포를 보상하도록 구역 (Zone)를 나누어 열을 공급하도록 시 

스템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역은 중요도에 따라 면적을 작게 혹은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이 257H 구역 (3개 구역은 Spare 구역)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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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L 4 zones Pressurizer; 5 zones 

S/ G A, B; 6 zones Hot & cold legs; 6 zones 

srT; 1 zone - Spare; 3 zones 

열손실보상계통구성도; 그림 2.3-23 및 그림 2.3-24 

모든 구역은 구역마다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를 두어 전력을 

조정하고， 용기 표변에 인가되는 전력과 온도를 측정하여 DAS(Data 

Aquisition System)에 송신하도록 설계하였다. SCR 제어모률은 열유속을 조 

정하여 컴포넌트의 표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절기능이 있다. 용기 외 

벽에 트레이서 히터가 설치되고 그 위에 단열재를 덮어 열손실을 차단하도 

록 설계하였다. 

다 기하형상 별 열손실 방정식 

일차측의 열손실 요인은， Vessel & pipe, Sensor line, Nozzle, Flange, 

Support of components 등의 구조물에 의한 열 손실이 있다. 각 구조물의 

열손실방정식 유도과정은 Schneider P. ], (1955) 이 저술한 책에 잘 나와 있 

으므로 본 절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라. 열손실보상계통 설계 

(l) 기하형상별 열손실 계산 

일차측 용기， 배관， 노즐， 센서라인， 플랜지 및 각종 지지대를 통한 구 

역별 열손실 양을 표 2.3-23에 수록하였다. 

(2) 트레이서히터 용량 

트레이서 히터의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제약 조건은 측정의 정확도 

이다. 일반적으로 SCR의 정확도는 인가전원용량의 20%이상까지 보증되므로 

20%이하에서 운전되는 열량은 측정에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설 

계 단계에서 각종 컴포넌트는 플랜지의 위치나 용기의 그 기하형상이 완전 

히 결정되어있지 않고 계산의 불확실도로 인하여 실제 시스템의 열손실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열용량이 SCR 용량 

의 30~100% 밴드 내에 있도록 히터용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히터용량 결 

정 식은 계산의 불확실도와 히터의 단열손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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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터 용량 (Net Loss) X (l +CU + IL) 

여기서， Net Loss: 열손실방정식으로 계산된 구역별 순 열손실 

CU(Calculation Uncertainty) 20% 가정 

IL (Insulation Loss) ’ 30% 가정 

(Insulation Loss: 히터에서 단열재 쪽으로 손실되는 열량) 

위 식을 앞 절에서 구한 각 구역별 열손실에 적용하면， 펼요한 트레이 

서 히터의 설계최소용량은 표 2.3-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27H 구역 73.1kW 

에 3개의 Spare 구역 15kW를 포함하여 총 88.1kW이다. 

(3) 제어 및 측정 모률 

트레이서히터의 제어 및 전력측정 구성도를 그림 2.3-25에 수록하였다. 

제어방식은 SCR제어이며 257H 의 SCR로 각각의 열손실보상구역을 독립적으 

로 제어한다 SCR 제어는 제어계통(DCS)에서 수행하며， DCS에 입력되는 

신호는 전력측정 신호이다. 구역별로 히터보호용 열전대를 히터에 설치하고 

주어진 온도 이상 상승하면 해당구역의 전원을 차단한다. 전력을 측정하고 

r20mA 신호를 Isolator를 거쳐서 DAS와 DCS에 송신한다. 컴포넌트 표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이중형)를 설치하고 측정치를 DAS에 송신하도록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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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원자로용기 계통 설계 데이터 

설계 데이터 기준원전*(P) 실험장치 (M) 척도비 (M;P) 

겨1통 운전 압력 . bar 155.13 155.13 1 

겨1통 설계 압력. bar 172.37 200.00 

겨1통 설계 온도 Oc 343.3 370.0 

노심 업구 냉각재 온도 Oc 290.6 290.6 1 

노심 출구 냉각재 온도 Oc 325.0 325.0 1 

겨1통 냉각재 유량. kg/ s 20991.6 103.08 1/204 

노심 냉각재 유량. kg/ s 20361.6 100.40 1/203 

노심 우회 유량. kg/ s 630 2.68 1/235 

원자로용기 총압력 강하. kPa 399.90 199.95 1/ 2 

* 기준원전 ’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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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노심 설 계 데 이 터 

IETF 
APR1400 Ratio Dist01tion 

설계 변수 
(p) 

actual 
(p짜![) F actor(M;I) 

(M) 

노심 가열봉 외경. rnm 9.7 9.7 1.0 l.00 

노심 가열봉 길이. rnm 3810 1905 2.0 l.00 

노심 가열봉 피치. rnm 12.85 12.85 1.0 l.00 

노심 수력학적 직경 .mm 11.97 1l.97 1.0 l.00 

노심 가열봉수 56876 396 143.6 l.00 

노심 유통면적 m2 5.6485 3.927E-02 143.8 l.00 

노심 출력 (ITL = 10%). MW 3983 1.96 2036.5 0.10 

가열봉당 출력 . kWl) 70.03 4.94 14.2 0.10 

가열봉 열유속. kW/ m 2 603.16 85.08 7.1 0.10 

가열봉 선형출력. kW/ ft 5.60 0.79 7.1 0.10 

가열봉 가열부 제적당 출력. kW/ m3 2.487E+05 3.508E+04 7.1 0.10 

유량. kg/ s 20361 99.98 203.6 l.00 

절 량유속. kg/ m 2s ν 3604.67 2546.00 1.4 l.00 
‘ 

냉각수 속도.rrνs 、* 5.08 3.59 1.4 l.00 

노심 안내관수 1205 5 241.0 0.60 

노심 안내관 내경. rnm 22.86 22.86 1.0 l.00 

노심 안내관 외경. rnm 24.90 24.90 1.0 l.00 

노심 안내관 유통면적 m2 \ 4.946E-0l 2.052E-03 241.0 0.60 

노심 냉각수 제적 m3 21.23 7.481E-02 283.8 l.00 

노심 안내관 냉각수 체적 m3 l.88 3.909E-03 482.0 0.60 

노심 냉각수 제적당 출력. kW/ m3 l.876E+05 2.61ι쇠E+04 7.2 0.10 

노심 등가 직경 .mm 3647.44 300.6 12.1 0.99 

1) Central region에 대한 가열봉 출력값임. 노심 그룹별 가열봉 출력값은 

다음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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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노심 반경방향 그룹 

설계변수 
Center Middle Outer 

Zone Zone Zone 

가열봉수 96 148 152 

선전압， V 440 440 440 

가열봉당 출력， kW 7.00 5.00 5.00 

총출력， kW ι끼 672 740 760 

선전류， A K 882 971 997 

상전류， A 얀j 882 971 997 

가열봉 결선 방법 “ Y Y Y 

가열봉당 출력 % 14.14% 10.10% 10.10% 

CT 측정 영역， A 
~ ... • 

1200 1200 1200 
」’

/ 

SCR 1200 1200 1200 

가열봉탕 출력 100% , 척도해석값 49.52 49.52 49.52 

가열봉당 출력 8% 3.96 3.96 3.96 
‘iι 

가열봉당 출력 10% 4.95 4.95 4.95 

가열봉당 출력 마진， 8%에 대해서 1.767 1.262 1.262 

가열봉당 출력 % 14.1% 10.1% 10.1% 
1 

그룹당 출력 분포 \ 1.4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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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종합실험장치의 증기발생기 설계자료 비교 

Items ATLAS Scale 

Number 01 SGs 2 1 

Max. Heat Transler Rate(MW)/l SG 9.82 203.7 

Number 01 U Tubes 175 

Steam/Feedwater Flow Rate/1 SG (kg/s) 5.56 203.7 

Sat니rated Steam Pressure(Mpa) 6.895 1 

Saturated Steam Temperature("C) 、 284.8 1 

Primary Flow Rate(kg/s) 

Primary Pressure(Mpa) 15.2 1 
j 

r 

SG Inlet Temperature("C) 
1 

324 
I 

"< 1 I 

‘ 1 

SG Out1et Temperature("C) 291 l ' 

Temp. Dillerence between SG Inle t/Out1et 

("C) 
33 1 

U Tube Inner Diameter(mm) 
/ 12 0.71 

U Tube Outer Diameter(mm) 14 0.74 

Total Inner S. Area 01 U Tubes(m') 42.2 1/21 l.2 

Total Outer S. Area 01 U Tubes(m') 47 .4 1/20 l.8 

Averaged U Tube Length(m) 9 .46 0.474 

U Tube Pitch(mm)(Hydraulic Dia.) 20(18) 
0.787( l.0 

Feedwater Temperature("C) 
I 

232.2 

Recirculation Ratio / 3.9 

Econ.Flow(O-20 %Power) 0 1 

Down. Flow(O-20%Power) oηo 1 

Econ.Flow(20-100 %Power) 10/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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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가압기의 공학적 안전계통 작동 신호 압력 설정치 

Signal ESFAS Set Points RPS Set Points 

High PZR Pressure N!A 
Min. 15.933MPa(2311 psia) 

Max. 16.961Mpa(2460 psia) 

Low PZR Pressure 
Min. 10.725 MPa(l555 psia) Min. 10.725 MPa(1555 psia) 

Max. 12.893 MPa(l870 psia) Max. 12.893MPa(1870 psia)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ESFAS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니 ation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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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가압기 설계 요약표 

Design Parameter APR1400 ATLAS Ratio 

Material Carbon+SUS SUS-316 

Design Pressure 2750 psia (1 75.8 kg/cm2) 2750 psia (1 75.8 kg/cm2) 111 

Design T ernperature 700 'F(371.1 'C) 700 'F(371.1 'C) 111 

N onn al Working Pressure 158.2 kg/cm2(2250 psia) 158.2 kg/cm2(2250 psia) 111 

Nonnal Operating Temperature 344.8 'c (652.7'F) 344.8 'c (652.7'F) 111 

Free Volume 67 .426 m3 (2400 ft3) 0.2192m3 (8 .333 해) 1/288 

Area 4.666 m2 (1 6607 ft2) 3.24E-2 m2 (1 .153 ft2) 11144 

Elev of PZR Botlom (*) 6.74 m (22.17 ft) 3.368 m (1 1.08 ft) 1/2 

Elev. ofPZR Top (*) 21.909 m (71. 88 ft) 10.925 m (35.94 ft) 1/2 

Height 15.151608 m (49.71 ft) 7.556 m (24.855 ft) 1/2 

I.D 
K 

2.438 m (8.021 ft) 0.2032 m (0.6684 ft) 1112 

O.D 2.648 m (8.83 ft) 0.221 m (0.736 ft) 1112 

Spray Nozzle Diameter(lD) 0.088392m (0.29 ft) 0.00734 m (0.0242 ft) 1112 

(*) from the center line of Ho t1eg 

표 2.3-7 각 설계 방법론에 따른 밀림관 직경 요약 

적용부위 보존변수/현상 직경축소비 직경 

Ho t1 eg 연결부 Critical Flow 1/(203.6)0.5 0.018m 
←y~ τ시1 • lf- CCFL 1/17.1 0.015m 

Ho t1 eg 연결부 
T-Junction 

1/ 8.3859 0.0306m 
Off-Take 

수평부 Froude Number 1/ 8.3859 0.0306m 
수평 수직 1/144 Area Scale 1/(144)0.5 0.02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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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 사양 

Param eter description APR1400 ATLAS Unit Ratio 

No. of MCP 4 4 ea 1 

Type 
직립형， of부픔 Canned 
입 상부토출 type 

Suction diameter (vertical intermediate le~]) 762 66.9 mm 11 .4 
Discharqe diameter (cold leq) 762 87.3 mm 8 .73 
Design temperature 343.3 343.30 。c 1 
Desiαn oressure 17.24 17.24 MPa 1 

Liquid volume (per pump) 3.76 0.013067 
3 

288 m 
Elevation diff. betweeen inlet and outlet center 1 1.51 m 1 
Elevation diff. between top of weir and botlom 
of discharge leg (I. e. the height of the liquid in \ 0.63 m 
discharge leg must reach before it will flow 
back into RCP suction leg with pump not 
K-factor for normal condition 

after a loss of power K-factor 2.054/13 .476 
locked rotor K-factor forward/reverse 8.369/13 .476 1 
sheared shaft K-factor forward/reverse 2054/9056 

4.91ft2 0 .4562 
Total mass includinQ motor 124.10 ton 
Rated head in rated condition 109.73 27 .43 m 4 

Rated flow rate 27617.54 33.91 m3 /hr 814.4 
Maximum head 30.00 m 

Maximum flow rate 、

‘ ‘ 35.00 m3 /hr 
Specific speed (N~) 5063.15 1505.46 3 .4 

Rated RCS fluid densitν at RCP suction 745.18 745.18 kq/m 3 1 
Rated soeed 1190.00 3600 rom 

Rated m om ent of inertia 6211 .48 10.78 kQ m2 576 
Rated hydraulic torque l 59432.28 291 .91 N-m 203.6 
Rated brake horse Dower -、 ‘ 9936.00 16.00 BHP 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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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Safetv Iniection Ta띠ι 사양 

No. of SIT, ea 

Type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c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Operation Temperature, Oc 
Total Volume, m3 

Max. Water Volume m3 

Nominal Volume, m3 

Tank ID, m 

Tank Height, m 

Nominal Gas Pressure, MPa 

Max./Min. Gas Pressure, MPa 

Material 

Electric Heater CHP-SIT1,2,3,4-0l) 

4 

Vertical, Cylindrical 

Flange Type 하 부 Head 

120 

5.0 
10 - 80 

0.4 

Later 

Later 

0.299 

5.72 

4.3 

4.5/4.0 

SUS316 

Type 

Capacity, kW 

Control Type 

Submerged, Indirect Heating 

2.5 

SCR 

전원 

Material 

Heater Self Protection 기 능 내 장 

220 V, Single Phase 

SUS316 

표 2.3-10 Stand Pipes 사양 

No. of Unit, each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c 
OD, mm 

Pipe Length, m 

Material 

End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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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 
120 

Later 

Later 

SUS316 

Later 



표 2.3-11 High Pressure Iniection Pump 사양 

Quantity, ea 1 

Type 

End Connection 

Plunger Type with a 

Stroke Adjustable 

Flange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C 

Max. Flow Rate, m3/hr 

14.3 

177 

4.3 

Discharge Head, m 

NPSH Required at Max. Flow, m 

Suction Diameter, inch 

Discharge Diameter, inch 

Material 

전원 

Input/ Output Signal, mA 

Damper: 

Damper (Air Chamber) 

Damper (Flow Defluctuation 용) 

Material 

Damper: 

Damper (Air Chamber) 

Damper (Flow Defluctuation 용) 

Material 

유량 맥동성 

최대 소음 

1,430 
Later 

l 

1/ 2 

SUS316 or Compatible 

440 V, 3 Phase 

4 - 20 

1 ea (펌프 입구) 

1 ea (펌프 출구) 

SUS316 or Compatible 

1 ea (펌프 입구) 

1 ea (펌프 출구) 

SUS316 or Compatible 

Later (10 % 이 하) 

80 dB 이하 

Spare Part 정상운전 3 년에 해당하는 부품 

특정 출구측 압력에 따른 유량을 자동으로 공급하여야 함. 

유량 조절을 위한 Inverter 와 제어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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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2 Chan.úng PumD 사양 

∞ω
 

따ι
 빠

 
m 

Q 

T 

End Connection 

Maximum Operating Pressure, JII!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0 C 

Max. Flow Rate, m키/hr 
Max. Discharge Head, m 

NPSH Required at Max. Flow, m 

Suction Diameter, inch 

Discharge Diameter, inch 

Material 

전원 

Input/ Output Signal, mA 

Damper: 

DamDer (Air Chamber) 

Damper (Flow Defluctuation 용) 

Material 
유량 맥동성 

최대 소음 
η
 

U 
U<
) 

튼
 「

l 

Plunger Type with a Stroke 

Adjustable 

Flange 

21.0 
177 
0.4 

2,100 

Later 
l 

1/ 2 

SUS316 or Compatible 

440 V, 3 Phase 
4 - 20 

1 ea (펌프 입구) 

1 ea (펌프 출구) 

SUS316 or Compatible 

Later (10 % 이 하) 

80 dB 이하 

출구측 압력 에 따른 유량을 자동으로 공급하여 야 함. 

유량 조절용 기기와 제어기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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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3 RefuelinlZ Water Tank 사양 

Quantity, ea 2 

{ d m m 이
 

V 
비
 따

 

U 
e 

T 

T 

때
 뼈
 

Cylindrical Vertical Vessel 

8.0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Design Temperature, 0 C 

Tank ID, m 

Tank Height, m 
Operating Temperature, 0 C 

Material 

Electric Heater (HP-RWTl-Ol, 02) 

Capacity, kW 

Control Type 

0.3 
150 

1.5 
4.6 
10 - 80 

SUS316 

30 

SCR 

전원 

Material 
ι/ • 

Heater Self Protection 기 능 내 장 

440 V, 3 Phase 

‘、‘ \ SU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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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4 각 계통의 필수구성요소 및 설계 주안점 

계 롱 

주증기계통 

(MSS) 

주급수계통 

(MFS) 

보조급수계통 

(AFS) 

용축 및 

냉각계통 

(CS) 

펼수구성요소 

주증기관(MSL) 

대기방출밸브(ADV) 

주증기 안전밸브(MSSV) 

주증기 격리 밸브(MSIV) 

주급수관(MF니 

주급수펌프(MFP) 

주급수격리밸브(MFDIV， MF티V) 

보조급수관(AFL) 

보조급수펌 프(AFP) 

보조급수격 리 밸브(AFIV) 

복수탱 크(Condenser) 

설계 주얀점 

주증기 방출유량 및 압력 강하 특 

성，증기체적 

각종 밸브의 방출유량， 작동 온도 

및 압력， 작동시간， 작동특성 퉁 

- 주급수조건 온도， 압력， 유량조절 

- 펌 프 discharge head, 용량 

-u " -=그cA 。 그L 
- 노j二i=l TìT당 

- 펌 프 discharge head, 용량 

열교환기(Heat exchanger) 1- 증기웅축 방법 및 용량 
주변장치 (Injection system, Ventl- 제어로직 

& Bleed system , e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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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5 척도해석결과 주증기계통 

Param eter Description APR1 400 (P) Units ITL (M) Ralio (M/P) 

1 Main steam system 

Main Steam üne 

No. 01 Main Sleam Li ne(MSL) per SG 2 ea 10000 1/2 

Design Steam Flow Rate per SG 1131847 kg/s 05559 1/2036 

Rated Steam Flow Rate per SG 1069776 kg/s 05254 1/2036 

Design Pressure 8756 MPa 99974 1.1 4/1 

Design Temperature 301667 。c 3109444 103/1 

Steam T em p. at SG outlet 289389 。c 2893889 1/1 

Steam Press At SG outlet 7377 MPa 73774 1/1 

ID 01 MSL Irom SG 10 MSIV 0711 m 00838 1/8.49 
Flow area (from SG 10 MSIV) 03973 m2 00055 1/72.0 
주증기배관실제크기 m 00737 

주증기배관실제 면적 m2 00043 

Lenglh (from SG 10 MSIV) 59400 m 196883 

Volum e 01 MSL Irom SG 10 MSIV per SG 47 • 94 m3 o 1639 1/288 

주증기배관조정체적 00839 

ID 01 MSL Irom MSIV 10 header N/A m 00243 1 Oin sch80 

1. 0 of Main Steam Header N/A m 00325 1 5in sch80 

Flow area of Main steam Header N/A m2 00008 

1. 0 of steam line from steam header t。 N/A m 00493 2 Oin sch80 
condenser 

Flow area (from Steam header t。 N/A m2 00019 
condenser) 

1. 0. of Steam Dump line to Silencer m 00737 3 Oin sch80 

Material STS-316 

Special r Long radius elbow, Welding neck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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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6 척도해석결과 주급수계통 

Param eter D escription APR1 400 (P) Units ITL (M) Rali o (M/ P) 

2 Mian feed wate system 

Main Feed Water üne 

Design Pressure 9653 MPa 99974 1. 04/1 

Design Temperature 308389 。c 3109444 1.01/1 

Normal Flow Rale 01 F/W per SG 1069776 kg/s 05254 1/2036 

Normal Flow Rate of Economizer F/W per SG 962799 04729 1/2036 

Normal Flow Rate of 0。째lcomer F/W per SG 106978 00525 1/2036 

No. of Economizer F/W Nozzle per SG 2000 ea 20000 1/1 

Feed Waler SG I 미 et Temp 232222 。c 2322222 1/1 

Feed Waler SG I 미 et Press 7688 MPa 76877 1/1 

I. D. 01 Downcom er F/W line (SG 10 Reducer) o 146 m 00122 05in sch80 

I. D. 01 Downcom er F/W line(reducer 10 MFIV) 0243 m 00203 10in sch80 

Length of Downcom er line (SG to Reducer) 2000 m 76615 

Lenglh 01 D。에lcom er line (Reducer to MFIV) 3150 m 109285 

Volume of 0。써lcom er (SG to Reducer) 0335 m 3 00012 

Volume of 0。써lcom er (Reducer to MFI씨 1. 461 m 3 00051 

1. 0. of Econom izer F/W I미 el line(SG 10 Reducer) 0318 m 00265 1 in sch80 

I. D. 01 Eco. F/W line(Reducer 10 1 sl MFIV) 0548 m 00457 2in sch80 

Lenglh 01 Eco. Feed line (SG 10 Reducer) 2410 m 143189 

Lenglh 01 Eco. Feed line (Reducer 10 MFIV) 1680 m 72221 

Volume of Eco. Line (SG to Reducer) 1. 914 m 3 00066 

Volume 01 Eco. Line (Reducer 10 MFIV) 3962 m 3 00138 

I. D. 01 Downcom er F/W I미 el line(MFIV 10 header) m 00077 1/4in sch80 

1. 0. of Econom izer F/W I미 el line(MFIV 10 header) m 00139 1/2in sch80 

1. 0. of feed water header m 00243 10in sch80 

1. 0. of line (from main feed water pump outlet t。 m 00381 15in sch80 
m ain feed water header) 

Material ‘ STS-316 
Special 、 Long radius elbow, Welding neck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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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7 척도해석결과 보조급수계통 

Parameter Description APR 1400 (P) Units ITL (M) Ralio (M/P) 
3 Auxiliary feed water system 

Auxiliary Feed Water üne 

No 01 A니 x. Feed Water Train per SG 2 ea 1/2 

Tolal No. 01 AFWP (Turbine-D 1 Molor-D) 4 (2 12) 2 2/4 

Max. Flow Rate per SG at SG pressure 8.55MPa 181732 m3/hr 0893 1/203.6 

Min. Flow Rate per SG at SG pressure 8.55MPa 124941 0614 1/203.6 

Aux. Feed Water I미 et Temp 5-50 。c 5-50 1/1 

1. D. 01 AFL (from SG 10 AFIV) 0146 m 0012 05in sch80 

Flow area (from SG 10 AFIV) ‘κ 001682 m2 000012 

Lenglh (from SG 10 ASIV) n 
Volum e 01 MSL Irom SG 10 ASIV r/ 
Design Pressure ( l 9653 MPa 9997 1. 0여 1 

Design T em perature 308389 。c 310944 1.01/1 

I. D 01 AFL Irom AFIV 10 header 
‘ 

m 0011 3/8in sch80 

1. 0. of Aux. Feed water header m 0011 3/8in sch80 

Flow area of Aux. Feed water header 
、 m2 000009 

1. 0. of AFL from Aux. Feed water pump to header m 0011 3/8in sch80 

Material STS-316 

Speαal 、‘ ‘ I Long radius elbow, Welding neck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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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8 척도해석결과 응축 및 냉각계통 

Param eter Descri pti on Units ITL Rem arks 

Condensing & cooling system 

Direct Condenser 

Max. operating pressure MPa 830 

Max. operating tem perature 。c 29750 

I.D of condenser m 120 

Horizontal inner Area of condenser 2 1 13 m 
Effective Total height of condenser m 500 

Effective T otal Volum e 3 565 m 

Water Volum e ...........- 3 158 m 
I.D of steam inlet nozzle // m o 0493 20in Sch80 

Flow area of steam inlet nozzle 1/ 2 o 0019 m 
Inlet steam tem perature 。c 28940 

Inlet steam flow rate (rated condition) kg/sec 105 Design:1.11 

1.0. of condensed water outlet nozzle 

‘ 
m o 0737 30in Sch80 

Outlet water tem perature 
’ 

。c 28670 

1.0. of recirculated water inlet nozzle t m o 0493 2 Oin sch80 

Recirculated water tem perature 。c 22100 t{T=684 CC 

Recirculated water Flow rate kg/sec 520 (22.6m 3/hrl 
No. of spray nozzle EA 400 

Spray nozzle hole size ν 

‘ 
m <00015 00015 

No. of spray hole 、‘ EA >700 700 

N orm al operating tem perature f、 ‘ 。c 28670 

Norm al operating pressure 、、i MPa 710 

Low pressure injection flow rate m 3/ hr 10 00 

1.0. of low pressure injection line m o 0380 15in sch80' 

High pressure injection flow rate m 3/ hr 090 

1.0. of high pressure injection line m o 0139 1/2in sch80' 

Auto-bleed water flow rate 、 m 3/ hr 090 

ID 01 Aulo-bleed line 、 m o 0189 3/4in sch80' 

Orifice 1. 0 of Auto-bleed line 
、‘

m 0004 

Vent steam flow rate m 3/ hr 17 90 

1.0. of steam vent line m o 0243 1 in sch80' 

Orifice 1. 0. of steam vent line m 0006 

Materia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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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9 정지냉각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l. SCS Purnp (PP-SCS1- 1) 

Quantity. ea 

Type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Maximum Operating Head , m 

Design Flow Rate. rn;!hr 

Required Pump Capacity, rn;!hr 

Material 

Control 

2. SCS Heat Exchanger (HX-SCS1- 1) 

Quantity , ea 

Type 

Heat Transfer Area , m~ 

Material 

End Connection 

1) Tube Side (RCS)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Max. Flow Rate , rn;!hr 

2) Shell Side (CCW)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Max. Flow Rate , rn;!hr 

Inlet Temperature , "C 

Out1 et Temperature , "C 

- 129 -

l 

Single Stage , Centrifugal 

6.3 

205 

122 

5.58 

8.9 

SUS-316 

4 - 20 mA 

l 

Shell & Tube 

4.29 

SUS316 

6.3 

205 
6.38 

l.2 

122 

Flange 

12.27 

35-44 (44) 

40-71 (59) 



표 2.3-20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l. Separating Vessel #1. #2 CV-CS-1. 2) 

Quantity. ea 

Type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Vessel ID. m 

Vessel Height. m 

Material 

2 
Cylindrical Vessel 

0.5 

200 

l.7. 0.5 

2.0 

SUS316 

2. Measuring Vessel #1. #2. #3. #4. #5 CV-CS-3. 4. 5. 6. 7) 

Quantity. ea 5 

Type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Vessel ID. m 

Vessel Height. m 

Vessel Thickness. mm 

Maximum Weight. kg 

Ma따te밍rial 

3. Separator #1. #2 CV-CS-8. 9) 

Quantity. ea 

Type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Separator ID. m 

Separator Height, m 

Material 

Installa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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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rical Vessel 

0.5 

200 

0.92 , 0.58 , 0.58 , 0.58 , 0.29 

3 。

< 5.0 

390 , 240 , 240 , 240 , 90 

SUS316 

2 

다공 Plate 및 Barrel 

0.5 

200 

< 1.7, 0.5 

< l.0 
SUS316 

inside SV #1 , #2 



표 2.3-21 보충수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l. Fill Pump (PP- MWS- l) 

Quantity. ea 1 

Type Cen trifugal 

End Connection Flange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C 95 

Operating Temperature. "C 5-50 

Maximum Operating Flow Rate. rn;!hr 106 

Maximum Operating Head , m 30 

Material 、 SUS316 

전원 F/ 、 440 V, 3 Phase 

2. Ion Exchanger (IX - MWS- l) 

Type ‘ 、 , , F뼈，able 
End Connection \ Flange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 I 0.5 
ιl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C ' 95 

Flow Rate , rn;!hr 2 

Operating Temperature , "C } 5-50 

Resin Volume , rn; / 0.2 

Ma~rial / ι SUS316 

Retention Screen Size , US Mesh 80 

Resin Cation!Anion Mixed Bed 

Accessary J\ \ Conductivity, pH , O2 성분 

3. Filter (F-MWS- l) 

Type 

~ ‘ 

End Connection 

Retention for 2 p and Larger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Flow Rate , rn;!hr 

Operating Temperature , "C 

Ma따te잉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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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및 표시장치 

Replaceable Cartridge 

Flange 

98 % by Weight 

(0 .5) 

95 

5 

5-50 

SUS316 



표 2.3-22 기기냉각수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l. Cooling Tower (CT-C매IS- l) 

Type 

Maximum Operating Capacity. MWth 

End Connection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Inlet Temperature. "C 

Out1 et Temperature. "C 

Maximum Operating Flow Rate. rn'!hr 

Material 

2. Cooling Pump (PP-CWS-1 ,2) 
Quantity , ea 

Type 

End Connection 

Maximum Operating Pressure , MPa 

Maximum Operating Head , m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oc 
Maximum Operating Flow Rate , rn'!hr 

Ma따te잉rial 

전원 

Pump Spe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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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포함 일체형 

4.3 

l.0 
150 

45 

32 

200 
SUS316 

2 

Flange 

Cen trifugal 

Flange 

l.0 

70 

100 

255 

SUS304 

440 V, 3 Phase 

On!Off 



표 2.3-23 열손실보상계통 구역별 열손실 양 

Comp 구역 Label 
열전도 플랜지 노즐 센서 Supporl Net 설계치 

W W W W W W W 

Vessel Upper Plenurr HT-UP-01 290 600 240 90 1100 2,320 3,500 

。utlet Plenurr HT-OP-01 620 o 380 90 o • ,090 1,700 

Core HT-CO-01 600 o o 90 o 690 1,100 

Lower Plenurr HT-LP-01 130 990 60 90 o • ,270 2,000 

가압기 Upper Plenurr HT-PZR-03 220 450 70 40 600 • ,380 2,100 

Body HT-PZR-02 820 o o 40 520 • ,380 2,100 

Lower Plenurr HT-PZR-01 310 380 o 40 o 730 1,100 

Surge line HT-SUR-01 630 250 70 40 o 990 1,500 

Spray line HT-SPY-01 450 170 o 40 o 660 1,000 

S/GA Body HT-SGDC1-01 1,120 3810 220 300 1000 6,450 9,700 

Bottom* HT-SGP1-01 90 440 100 100 o 730 1,100 

DC HT-SGDC1-01 680 300 o 40 o • ,020 1,600 

S/G B Body HT-SGDC1-01 •, 120 38• o 220 300 • 000 6,450 9,700 

Bottom* HT-SGP1-01 90 440 100 100 o 730 1,100 

DC HT-SGDC1-01 680 300 o 40 o • ,020 1,600 

Cold leg 건전저온관 HT-CL 1-01 310 620 160 200 o 1,290 2,000 

파단저온관 HT-CL2-01 310 620 160 200 o 1,290 2,000 

중간관 AB HT-IL 1-01 470 420 40 200 600 1,730 2,600 

CD HT-IL2-01 470 420 40 200 600 • ,730 2,600 

Hot leg 건전고온관 HT-HL 1-01 240 500 130 100 o 970 1,500 

파단고온관 HT-HL2-01 240 500 130 100 o 970 1,500 

SIT SIT HT-SIS-01 11 ,500 1,480 80 160 011 3,220 20,000 

Spare 1 HT-SPA-01 5,000 

Spare 2 HT-SPA-02 5,000 

Spare 3 HT-SPA-03 5,000 

Total 16,500 2,200 2,600 5,420 48,11 0 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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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i: leq nozzle 

Cold leq nozzle 

그림 2.3-1 원자로용기 고온관， 저온관 및 DVI 노즐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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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단일 노심 가열봉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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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 0.0 130293m' 
Idealized Volume : 0.0 18768m' 

Actual Volume=0.00785+0.0019+0.01 347=0.02322 
->23.7% increased 

일 지| 지1 직 종기운 0.004452m' 
수영관 체적 보존 수직판 높 01 보존 

배핀 JIS 규격사용 

7cm 흥가 

V=O.0009 114- >4.8% 증 
가발생 

Vessel Side 
10:0.1288 

V=0.01347 

1/2' Orain 
Valve 

V=0.OOI 9 
L=O.1 18 

PRZ 
Surge Line 

35' 

Side View 

V=0.00785 

/ 
/ 

/ 

그림 2.3-3 고온관 기본설계 (S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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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rain 
Valve 

k 
% 

뼈
 

-

μ
 
m 

g” 
뼈
 

B 
뼈
 뺑↓ 

g 

m 
l m N 

R 0. 13 
44.5 。

Pum p Side 

~ 

• ←응9 
→」

• 

그림 2.3-4 파단 저온관 기본 설계 (SBLOCA) 

Id.허ized Volume: 0.0114&어 
Actual V이lume-0.01146 

- > • 6.5% volume i ncrease잉 
<:>1!I2! lj~ .!i!흔 

10: 0.08733 ','"" ,oeu ;>''''''Y<'ð ..... ~\ “ ν“‘ 얘걷 ANSI 규견시용 
A: 0.00599 

1/2' Orain 
Vatve Vessel Side 

Pump Side 

Side 이-

V"'0.OO7922 

Top 이.w 

그림 2.3-5 건전 저온관 기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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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SCHI 60 
Th&fmal 외&&ve~ 3/ 

Vess히 Side 

A 0. 13 
44.50 / /' 

2' on/ofl 
\lalve 

PlJmp Sid& 

ι용9 
--+1 

설계 (LBLOCA) 

Idaalιed Vo씨me: O.01326mJ 

ActlJ sl V이lJme=0.0 1 54 

-> 1 6.5%v미 lJma increased 
~I 적흥끼링 0.00214 열흔즉 이전헝 0.001288 

수lII2! 씨직 연촌 수직연 놓01 면존 

에{관 ANSI 규쩍시용 

기본 2.3-6 파단 저온관 그림 

/ 
10: 0.06665 

A : 0.0034889 

CL of 
PlJ mp Impeller 

Pump Side 
Vol lJ me 

50。

RO. 1146 
L::=O.1 

V-0.0003063 0.0878 

m
n。
η
。
。
。
”
〉

Y-O.OO2592 

Reduce。

EJbow 

Y-O.OOl 

10: 0.08733 
A: 0.00599 

- ' _._ . -4.!'SCHHìG- .-

下

설계 

Y""O.0036974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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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중간관 그림 

Side View 



Steam Dom응 

Riser 

U-tub응 

그림 2.3-8 축소 설계된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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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2350 

띠 

2300 
” Q 

~ 
그 

” 2275 
” ~ 
α 
」

m 
2250 N 

」

그 

” ” ~ 
2225 α 

2200 

2160 

Net Heat in 

Safety Valve Open 

High Pressure Alarm 

Spray Valve Fully Open 
above 2300 psia 

Spray Valve Closed 
Proportional Heater "Off" 

Normal Set Point 
Proportional Heater "On" 

AII Backup Heaters"Off' 
above 2225 psia 

AII Backup Heaters"On" 
below 2200 psia 

Low Pressure Alarm 

-Net Heat out 

그림 2.3-9 가압기 압력 제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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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0 

;;f 55 

Bω〉 50 

u 
그0-

---' 45 
」

ωN」

aa”ω 40 

35 

30 

2 

20 

Power, %(ATLAS) 

4 6 8 

ATLAS 

Level =52.6 O/~꺼 222.7 fe) 

T AVR = ~5 F(311.58 cc) 

Level =33 % (7509 fe) 

T
AVR 

= 568.33 F(29796 cc) 

40 60 80 100 

Power, %(APR1400) 

그림 2.3-10 가압기 수위대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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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DS Nozzle 
Flange # 2500 , lIS 

~ 
Flange -

10" . # 2500. JIS 

3/4" Spray Nozzle 
Thermal Sleeve 

1" Safety Valve 
Nozzle 

Flange #2500, lIS 

’1 
Spray J\Jozzle 

AsseIFbly 

g
g
(
)
(
〕φ
h” 

Plpe 
10" ,Sch.160 , 끄S 

Flange - 10" , 
# 2500 , lIS 

210.2 mm 

。
。
언
 

Surge N ozzle Flange 
#2500 Class 

2" Pipe Sch 160,lIS 

~ 43 

그림 2.3-11 가압기 주요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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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전의 2.3-13 그림 



Single phase h이llologous head curve for APR1400 

4 .00 

3 .00 

2 .00 

、:2
δ 1.00 

:2'。

0.00 

1.00 

2 .00 
,/, α ,/, 

-•Þ- HAN 

-•If- HAT 
• - HVT 

-• - HAR 
--HVR 

4.00 

3.00 

2.00 

1.00 

N> 0.00 
、
p 

。

N 
，。

?í -1 .00 

2α〕

3.00 

-4.00 

-5 .00 

Single phase hormlogαJS torque curve for 
APR1400 

a/v or v/a 

-‘>- BAN 
--lI• - BVN 

--+- BAD 

•• BVD 

--+- BAT 

-’>- BVT 
--+- BAR 

• - BVR 

그 림 2.3-14 Homologous Pump Graph for APR1400 Reactor Coolant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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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νnp head degradation multi미 1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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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Pump Head Degradation Multiplier vs. 

V oid Fraction 

그림 

Tαque VS. spee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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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SDeed Torque Curve 

145 -

그림 



100 

80 

sR 
껴Fm: 으 ~ 60 

짧 
40 

20 

o 
o 

Downcomer Flow 

Economizer Flow 

20 40 60 

Percenl Reaclor Power [%] 

80 100 

그림 2.3-17 노심 출력변화에 따른 주급수 노즐간 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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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ole 
(20") --.1 

Pressure & 
Temperature __ • 

TaD 
(a). (b) 

T/C Tap 
& 

Taps for Level ’i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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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ne Nozzle 

Vent Li ne 
ι~ nozzle 

Spray Nozzle 

W.L 

(2 , Oin) ì 
Steam Inlet 

Nozzle 

I , D = 1 2m 

Charging Li ne 
Nozzle 
(a). (b) 

( 2 이 c) 

To Condenser ,/x 

그림 2.3-18 복수탱크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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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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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도 2.3-21 보충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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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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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기기냉각수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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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역 열손실보상계통 2.3-23 그림 



까V-SGA-01A 

Steam Generator A& 8(6 zones) 

인와호휴 

\/essl 4 zones 
S/G A, B 6 zones 
SIT 1 zone 
Total 25 zones 

Pressurizer 5 zones 
Hot & cold legs 6 zones 
Spare 3 zones 

Hot & Cold Legs (6 zones) 

SIT Line (1 zone) 

그림 2,3-24 열손실보상계통 구역 및 표면온도 계측위치 II 

(증기발생기， 고온 및 저온관，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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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20V 탄상 

MCC 

현장제어살 

맨팀탬 V1-V25 

團팀댐 11-125 

맨멤탬 W1-W25 

{ 
1 
T 

DAS/α~S 

입풀력단자 

켜|이블 01 터 

그림 2.3-25 열손실보상계통 제어방식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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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4 절 저l 어 · 계측 · 전력계통 설계 

1. 제어 계측 계통 개요 

가 제어 · 계측계통의 주요 기능 및 구성 

제어 및 계측계통은 계측신호처리 모률， 제어모률， 제어 계측 공정변수 

처리모률， Monitoring & MMI System, 계측 데이터 및 공정 변수 저장모률 

로 구성된다. 

제어 및 계측계통의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l) 비 상스위 치 를 제 외 한 Control Panel Switch는 두지 않는다 

(2) 운전방식 

Set Point 변경에 의한 수동운전 

PID Control에 의 한 자동운전 

Sequence of Event에 의한 자동 Transient 운전 

Trip, Actuation 등 기기 작동개시 Trigger 신호 

Trigger 신호 후 기 입력된 Time-Table에 따른 운전 

(3) 운전전환 

Sequence of Event 간의 운전전환 가능 

자동운전 또는 Sequence of Event 중 수동 운전 전환가능 

운전원 수동제어 모드가 가장 우선하여 적용됨 

(4)제어 및 계측계통은 통합 모률로 구성 

나 기본 계통구성 

(l)MMI Main Control Computer 

(2)NPA Display Computer(Facility Analyzer + Measurement) 

(3)DCS System 

(4)Emergency Switch Box(Direct Connection Cable) 

(5)Loop Power Supply Panel 

(6)Screen Display (Graphic Beam Projector & Screen) 

(7)Monitoring Camera와 방송장비 

(8)UPS 

(9)RS485 통신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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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System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 CPU Module 

(2) T /C Module 

(3) Analog In/Out Module 

(4) Digital In/Out Module 

DCS 계통구성 개요는 그림 

다. 제어 및 계측계통 입출력 

2.4-2와 같다 

신호 

제어 

다.제어 

및 계측계통의 기본 구성 및 신호 입출력 

계측계통의 신호는 표 2.4-1과 같다. 

처1 계는 그림 2.4-1과 같 

및 

라 계통의 운전구분 

(l) 준비운전 

ATLAS 장치의 기동에 필요한 준비 과정중의 

다음과 같다. 

Tank 의 ~/τ" 

Tank Water 

구조물 예열 

계통배기 등 

예열 

수동운전과 Trip Set Point설정에 의한 단위기기 

운전이 병행 시행된다. 

(2) 가열 및 가압 기동운전 

실험조건의 설정에 필요한 역수려 2연 
-t::'.. , -'-1 정상상태 

운전이며 주요 항목은 

n: c二
~~ 단위계통의 자동 

운전 기간이다. 자동운전 및 

이며. 주요 운전 점검항목은 

계통의 온도 

수동운전으로 

다음과 같다. 

조건에 도달하기까지의 

가압해가는 운전 및 계통을 가열 

계통의 

계통의 

계통의 

계통의 

불연속 

압력 
。 그F 
lT π， 

수위(체적) 

벽면 온도 

주입 배관 벽면 및 유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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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상하의 온도균일도등 

(3) 정상운전 

실험조건에 도달되어 운전 변수가 평형 및 안정조건에 도달한 운전 상 

태를 말한다. 정상상태는 충분히 장기간동안 1차 및 2 차 계통이 평형상태에 

도달되어 Local 및 Global 변수의 기울기 및 변화폭이 충분한 오차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변수는 실혐의 종류마다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실험의 

종류에 따른 운전 조건은 별도의 절차서로 명기된다. 

(4) 실험운전 

실험조건에 도달한 후 실험이 ξ행되어 급격한 계통의 운전변화가 동 

반되는 계통의 운전 상태이다. 정상운전 상태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 

부터 약 30초간 정상운전 상태를 지속한 후 계통제어선호(Trigger SignaJ)에 

의해 사건/사고가 전개된다. 노십출력(일정 출력， Decay Power 공선 모의)， 

급수 공급 및 정지， 증기 방출 및 차단， 이 차측 운전 정지， HPSr 및 srT 주 

입 등 일련의 계통이 순차적이며 자동적으로 운전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각 

계통의 제어상태가 전개되어야 하며， 각 계통은 주어진 실험조건 알맞게 작 

동되어야 한다. 계통제어선호에 따라 각 계통의 작동이 개시되며， 작동조건 

은 미리 입력된 시간의 함수 또는 시간표로서 입력된 조건에 따라 작동 가 

능해야 한다. 

(5) 실험 후 처리운전 

실험 후 계통 냉각등 후 계통의 후 처리에 해당하는 운전이다 

계통의 감압 

계통의 냉각 

계통의 배기 및 배수 

전원관리 등 

마 계통의 구성 

(1) Overview Display Projection system 

단위계통 별 또는 전체 계통의 제어 상태를 공학적 단위로 제어계통 

의 Operator Workstation CRT화면으로 Display시키며， 동시에 CRT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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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Projector를 이용하여 Screen에 Display 시킨다 

제어화면은 Soft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각 계통의 Display 요소는 계통별로 지정한다. 

Screen size는 120 - 150 이 다 

Projection System 은 1024 X 768 급 이상으로 PLC-XU35 급 이상이 

여야 한다. 

(2) 전열기 (Trace 히터 포함) 제어기 요건 

제어입력 : 4-20mA 전류신호 

히터코일 보호용 온도측정기는 K-type T/C를 사용한다. 

히터코일 온도과승방지용 열전대는 응답시간이 0.25초 이대 

히터코일 온도과승방지용 vvall temperature를 측정해야 함. 

히터온도제어 Accuracy ’ 1.5%이내 30-100% 

2%이내 1-30% 

Response Time 0.2s 이 내 

효율 ’ 93% 이상 

히터신호계통 개요는 그림 2.4-3와 그림 2.4-4와 같다. 

(3) 일반모터 제어기요건 

모든 모터들의 VVVF 모터 제어기는 DCS 제어모률로부터 4 20 mA 

신호를 받아 모터를 제어하여야 하며， VVVF 모터 제어기는 또한 4 2αnA 

출력 신호를 신호격리기 (Signal Isolator)에 출력하여야 한다 

모든 모터제어기는 모터 자체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를 가지고 있 

어 모터 코일의 과열온도를 방지하는 Interlock 기능이 있어야 한다. 

모터 제어기는 모터 자체의 윤활유와 냉각재 레벨， 모터 자체의 온도 

신호 등을 받아 모터 제어기를 보호하는 정지 interlock 신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디지털 출력 모드 또는 접접신호로 모터의 정지 경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모터의 과온도에 의한 모터의 정지신호는 모터의 사양에 따라 사용자 

가 임의로 설정치 (Set Point)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RCP 회전 수를 측정하여 모터로 흐르는 전류， 모터에 걸리는 전압을 

받아 모터의 토크를 계산하는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신호는 

4-2αnA의 전류 신호로 출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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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류의 신호계통 개요는 그림 2.4-5와 같다 

(4) 제어밸브 요건 

제어밸브는 Controller용 신호와 밸브의 stem posltlOn을 나타내는 신호 

를 각각 분리한다.0ψoff 밸브의 경우는 Limit 스위치를 상하에 각각 1 개 

씩 배치한다. 

밸브류의 신호계통 개요는 그림 2.4-6과 같다 

(5) 비상정지 스위치 

노심히터， 펌프， 기기의 과압 보호를 위해 비상상태 시 주요 기기를 수 

동으로 정지시키는 비상정지 스위치로 구성된다. 전원의 경우 VCB，ACB를 

직접 전원차단시킬 수 있으며， Pump 및 일반히터의 경우 상위전원 판넬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개념이다. 비상운전 상태 및 그 이하의 운전조건에서도 

각각 PID에 의한 계통 자동보호 로직은 항상 작동되며， 대부분의 운전에서 

계통은 자동적으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안전개념으로 도입된 차단시스 

탬이다 선호계통 개요는 그림 2.4-7과 같다 

(6) RS485 통신 요건 

노심 히 터 모의 기 의 Power meter와 Break Simulator Measuring 

vessel 전자저울， RCP Motor의 Power등은 RS485 통신을 통해 입력된다. 

RS232C 통신의 경우 Converter를 이용하여 RS485 통신으로 연결한다 

(7) Wire 요건 

보상도선， 

온도보상도선은 K-type으로 다음의 사양을 따른다. 

허용 온도 ’ 150
0

C 이상 사용가능 

일반 신호선/Control Cable : 

120-150• 이내 

Twisted Shield Cable 

12A WG(Model : CVV -SB 16A WGx2C 이 상) 

단선 (또는，7가닥 또는 4가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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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eter 이내 

20A WG(Model ’ CVV -SB 20A WGx2C 이 상) 

단선 (또는，7가닥 또는 4가닥 가능) 

사용온도 105 도 이상 

2 자료처리계통 

ATLAS 장치에서는 기기의 제어와 각종 측정변수의 처리 및 저장을 

위하여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을 채책하였다. DCS 제품은 RTP 

사의 모델 RTP2300 Hybrid Control System이다. 본 장비를 통하여 ATLAS 

장치에서 필요한 모든 제어 입/출력 딪 펼요 신호에 대한 처리/저장이 이루 

어진다 구동 소프트웨어로는 RTP 사에서 제공하는 RTP NETSUITE를 사 

용한다. NETSUITE는 다음의 모률로 구성된다. 

Netarrays ’ Object oriented programming system tool (Control task 

including discrete logic, fuzzy logic, mathematical, process control, and 

relay ladder logic) 

RTPView ’ Human-Machine interface (HMI) project 

RTPDAS: Data Archive system 

RTPDTS ’ Data trend graphical system 

PTDBM: Project tag database manger 

RTPAMS: AI없m management system 

본 부분에서는 자료처리 및 저장계통에 대하여 주로 설명한다 

가 계통 요구기능 

ATLAS 장치에서는 제어계통과 자료처리 및 저장계통이 통합되어 겨1 

통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최우선 된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실험자료의 계측 

및 저장을 위하여 정확성은 펼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전체 계측기의 수요와 

자료저장시간을 고려할 때 각 채널당의 자료취득주기 (Sampling frequency) 

는 5~ 1O Hz 정도이고， 자료처리 및 제어 입/출력에 관련된 일체의 작엽하중 

에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계통의 요구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성 

안정성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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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취득주기’ 5~ 1O Hz (모든 제어로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준 

조건 만족) 

자료취득시간’ 5~ 1O Hr (저장 용량 확보) 

나 계측기 구성 

ALTAS 장치에 장착될 계측기는 대략 1 ，200여개 정도이나， 제어시스템 

으로 입/출력되는 총 채널의 수는 1,950 채널이다. 표 2.4-2에 각 계통별 겨1 

측기의 현황을 표시하였다. 표 2.4-2에서 analogue input (AI)에는 압력과 유 

량관련 계측변수 및 밸브제어관련 변수가 포함되었고， serial 통신 (RS 485, 

SR)에는 주전원 출력， RCP 출력 , VCB , ACB, load cell 등의 총 24 채널의 

신호가 입력된다. 

다 신호처리 

계측기로부터의 DCS에 입력되는 모든 신호는 접점 (DI) ， 전류(AI)， 온도 

(TC)로 구분된다. 이러한 신호는 원하는 물리량으로 변환되어 펼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증기표를 사용하기 위한 입력신호는 온도와 압력으로 구성되 

며， 증기표로부터 얻어진 밀도나 엔탈피 등은 탱크내 collapsed water level 

이나 질량유량， 그리고 열전달량과 같은 상태량을 계산 하기위한 또다른 로 

직의 입력값으로 재차 사용한다. 이러한 신호처리 개념도를 그림 2.4-8에 표 

시하였다. 수위나 질량유량을 계산하7 위해 펼요한 밀도를 구하기 위한 증 

기표 기준신호를 표 2.4-3에 표시하였다 

3. 전력계통 

가 개요 

본 장에서는 실험장치의 전원공급계통에 대한 계통설계요건을 제시함 

으로써，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전원공급계통의 상세설계 작엽에 펼요한 지 

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원공급계통(PSS ’ Power Supply System)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초기 가압(Heat up)과정 및 정상운전 또 

는 가상사고의 모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활히 작동되는데 펼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의 공급이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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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열기 류 

모의 노심 전열기 

가압기 내부 전열기’ Proportional heater, Backup heater 

열손실 보상용 Tracer Heater 

안전주입탱크(SIT) 내부온도 조절용 전열기 

IRWST 내부온도 조절용 전열기 

기타 부속설비 계통 (UFS) 관련’ 보조 탱크류의 예열용 전기히터 

(나) 펌프 류 

냉 각재 순환펌 프 (RCP) 

주급수펌프 (MFWP) 및 보조급수펌프 (AFWP) 

고압(HPSI) 안전주입펌프 

정지냉각계통(SCS) 순환펌프 

격납용기 살수계통 펌프 

가압기 살수계통 펌프 

응축기 살수계통 펌프 

기기냉각수 공급계통(CCWS) 펌프 

용축기 HPSI 펌프 

기타 부속설비 계통 (UFS) 관련’ Charging 펌프， Makeup 펌프 

(다) 제어/보호계통 (CPS: Control & Protection System) 관련 

(라) 계측계통 (IMS ’ Instrumentation & Measurement System) 관련 

계측기기 류 

신호처 리 기 기 류’ Isolator, Signal conditioner 등 

(마) 자료처리계통 (DAS: Data Acquisition System) 

VXI 기 기 , Computer, Monitor 

(바) 밸브류 

각종 전력구동 밸브 (MOV) 

(사) 주제어실 설비 

Graphic bo따d， Driver용 PLC, Monitoring용 PC 및 momtor 

UPS 

(아) 기타 설비 관련 (제어실 제외) 

기타 utility: 조명시설， 냉난방 시설， 기타 

Cooling Tower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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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원공급계통 설계요건 

(l) 모의노심 설계지침 (714, 690, 750 kW) 

모의노심 전열기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별로 최대출력 범 

위하에서 독립적으로 출력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전기 Heater용 전원은 6.6 

k V S witchgear의 2차측에 설치되는 1개의 6.6 kV/440 V, 3상， 60 Hz Mold 

Transformer로부터 공급받는다 또한 계통내 Thyristor 등에서 발생하는 고 

주파 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High Harmonic Filter 및 Noise Killer 등의 

적절한 장비를 저전압측에 설치한다. 모의노심에 공급되는 전력은 3상 4선식 

Y 결선방식이어야 한다 모의노심의 출력 제어는 최대 출력의 1.0 - 100% 

범위까지 동일한 제어특성 (1% of reading 정확도 및 반복성 등)을 가져야 

한다. 

(2) 소내 중앙 변전소 현황 

실험장치용 전원공급계통 설치를 위해서는 연구소내 주변전실 내부에 

6.6 kV 3상 60 Hz 전원용 VCB를 신규로 증설해야 한다. 주변전실에 증설되 

는 Switchgear는 기존의 전력제어 감시System과 호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변전실 내의 실험장치 전용 Switchgear로부터 실험장치 전원공급장치까지 

의 전력공급 라인은 기설치된 공동구를 이용하여 3상 3선 VCN Cable를 포 

설한다 

(3) 전원공급계통 설계지침 

6.6 kV Switchgear의 2차측 각각에 6.6 kV/440 V Transformer를 두 

고， Heater Control Panel, 440 V Load Center 및 440 V Motor Control 

Center에 440 V AC 전원을 공급한다 6.6 kV Switchgear는 옥내형 폐쇄 자 

립형으로 진공차단기， 변류기， 측정계기 및 보호계전기 등이 내장된다. 440 

V Load Center는 Core Heater (두 그룹) 및 열손실 보상을 위 한 Trace 

Heater용 Control Panel에 전원을 공급한다. 440 V Load Center의 차단기는 

인출형 기중 차단기를 사용하며， 장한시， 단한시， 및 지락 보호요소를 갖는 

전자식 트립장치를 구비한다. 또한 440 V MCC Panel을 두어 펌프 등에 

440 V, 3상， 60 Hz 전원을 공급하며， 배선용 차단기 (MCCB)와 Inverter 또는 

전자접촉기로 구성된 기동장치를 구비한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는 

440 V MCC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이 장치는 상용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안 

정된 교류전원을 Computer 및 remote Control Panel에 공급한다. 

- 163 -



(4) 전원공급계통 구성요소 

실험장치의 전원공급장치를 구성하는 필수 기기들은 다음과 같다. 

6.6 kV Switchgear 

6.6 kV / 440 V Transfonner 

440 V Load Center 

440 V Motor Control Center 

High Harmonic Filter (22.9 kV 또는 440 V 측) 

Condenser Bank 

UPS System 

BUS DUCT(440V Load center ) 

CB 및 계전기 동작용 정류기 System 

(5) 전원공급계통의 구성요건 

전원공급계통(PSS)은 소요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 

추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변전 설비， 전압 감압부 및 전력 배분부 

공급전력 제어/측정부 

접지설비 

전원공급계통의 모든 조정과 지시는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하며， 모든 조정， 제어 및 지시 기능은 현장에 있는 Front 

Panel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의노심 전열기 및 열손실 보상용 

trace heater의 출력 측정을 위한 계측기기와 계측결과의 Display는 실험장치 

주제어실(CR’ Control Room)의 제어콘솔 앞에 위치하는 Jack에 Calibration 

Signal을 삽입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전원공급시설의 최대 시설용 

량은 소요 최대출력 대비 30%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실험장치에 펼요한 전 

원공급 최대 소요용량은 약 3.0 MWo 며， 이를 위한 전원공급계통의 시설용 

량은 4.5 MW가 되어야 한다. (표 2.4-4 참고) 

전원을 공급받는 각 부하에 인가되는 입력전압은 440 V 3상 교류 60 

Hz 이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선은 녁터로 격리되어야 하며， 덕터는 2 mm 

이상의 전도성 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덕트는 통기성 이 충분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한다. 시험 설비 각각의 기기에 인가되는 부하는 항상 

개별로 결선되어야 한다. 모터에 인가되는 전원선은 실소요 전력의 160%의 

여유분을 가져야 한다. 히터에 인가되는 전원선은 실소요 전력의 130%의 여 

유분을 가져야 한다. 노심 모의 전열기에 사용되는 1,463 , 385 kW 대용량 전 

력히터에 소요되는 전력선은 부스 덕터를 사용하며， 1mm S.Q당 0.8 A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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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할당하여 전력공급라인을 설정한다 전력선은 고순도의 동을 사용하며 

(99.9% 이상)， 대전력 히터에 사용되는 전력용 부스 덕터는 안전을 위하여 

전기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력 히터를 제외한 부하 결선용 전원 케 

이블은 GSC Power Cable를 사용하며， 600 V CV를 채택하며， 90도씨에 견 

디는 Cable를 사용한다. 주제어실의 제어장치의 접지와 현장에 있는 제어용 

접지(소급)와 결선은 부스 바(500 mm SQ 이상)를 이용하여 작엽되어야 한 

다. 

전원공급계통의 배선작엽과 관련된 계약자의 엽무범위는 그림 2.4-9의 

접선 내부의 관련 엽무이다. 계약자는 종합실험동 내부의 실험장치 설치공간 

이 가로 20 m , 세로 16 m , 높이 35 m 임을 감안하여 전력공급선의 닥터를 

설계하여야 하며， 물리적인 층수는 5층으로 하며， 각종 부하(모터， 히터등)가 

현장에 놓이게 된다. 제어실과 현장의 접지 닥터는 150 m 로 산정하여 설계 

한다. 모든 전기 공사 작엽은 전기안전관련법에 저측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접지는 4곳의 접지바(500 mm x 200 mm)로 총 

결선 길이는 100 m 이다. 

(6) 변전 설비 

전압 감압부에서는 6.6 kV / 440 V의 Mold Transformer를 설치하며， 

이 계통의 전압 변동율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력 감압부를 구 

성하는 각 단자 출력의 Bus Network은 전력 측정점과 전열기 (Heater) Pin 

Lead 사이의 전압 감소치가 최소가 되도록 그 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고전 

압/고전류 계통의 공급전원 변화가 저전류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 

계/제작/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 전력이 가변되는 고전압/고전류 계 

통 (전열기， 펌프 류)과 소요 전력의 변화가 작거나 일정한 저전류 계통 (계 

측， 제어/보호， 자료처리 계통)으로 공급되는 전원 배분부는 분리되어야 한 

다. 그리고 고전압/고전류 배분부와 저전류 배분부는 각각 별도의 유도 

conduit부를 통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변전설비는 전체 부하의 최대 사용량 

에 적절한 역율보상 및 Harmonic 성분을 감당하는 펼터 뱅크를 설치하여， 

T.H.D (Total Harmonic Distortion)가 6%를 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야 한다. 

(7) 공급전력 제어/측정부 

공급전력 제어/측정부는 실험장치의 운전중 공급전력의 변화가 예상되 

는 모든 기기와 연결되어 Bus 전원을 현장에서 수동으로 또한 주제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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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전력을 측정하고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전력 제어/계측부는 Bus Over-voltage, Over-current 

Signal 이외에 필요로 하는 공급전력 관련 신호를 실험장치의 제어/보호계통 

(CPS)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 계통은 각 Bus의 Voltage와 

Current 자료를 자료처리계통(DAS)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Bus Network는 각각의 전열기 및 펌프로 들어가는 전류의 양을 DAS계 

통 및 주제어반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관련 계측기는 0.1 

급 (실험실용 정밀급)을 사용해야 한다. 각종 전열기에 공급되는 전력의 감 

시 및 계측을 위해서는 실험장치 주제어실 정보표시창에 4-20 mA의 전류신 

호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실험장치 자료처리계통(DAS)의 입력신호는 

1-5 V의 전압신호가 되어야 한다. 주제어실 제어기에서 각종 전열기의 제어 
가 수동 혹은 자동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추가로 MMI에 의한 자동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접지 설비 

접지설비는 크게 세가지로 분리되어 설치된다. 

고전압 계통 접지부， 신규 설치 필요 (l종 접지요건 만족 필요) 

계측/제어 계통 접지부’ 종합실험동 내부에 기설치됨 (l종 접지요건 

만족) 

건물 접지부’ 종합실험동 내부에 별도로 기설치됨 

고전압 계통 접지설비， ‘종합실험동’ 외부에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1종접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이는 실험공간 내부에 기설치된 

계측계통용 접지와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연 

결된다. 

고전압/고전류 배분/사용부 

저전압 배전/사용부 

계측/제어 계통 접지부， ‘종합실험동’ 내부에 기설치되어 있으며， 1종접 

지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계통들이 연결된 

다. 

계측계통 

제어계통 

자료처리계통 등 

‘종합실험동’ 내부에 기설치된 구조물 structure용 지지 하단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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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험동’ 건물 접지부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실험장치의 구조물 

structure는 이에 접지됨으로써， 각종 출력변화가 구조 structure에 미치는 전 

기장에 의해 계측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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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제어용 입력 신호의 종류 및 Processing SDeed 

Parameter Signal Speed 
Temperature - mV 
Pressure 4-20 mA 
Dp 4-20 mA 
Power RS485 
Pump RPM 4-20 mA 
Pump Power RS485 

5-10 Hz , Max 
Load Cell RS485 
Control Valve ι 4-20 mA 
On/Off Valve 11 Contact 
Sta tus Signal / Digital 
On/Off Actuation J Digital 
Fault Signal Digital - 、

표 2.4-2 계통별 제어선호 입/출력 현황 

NO P & 10 NO 게 AO TC 01 00 SR TOTAL 

ATLAS-431-105-001 (REACTOR COOLANT SYSTEM) 83 17 144 44 21 4 313 

2 ATLAS-431-105-002 (REACTOR COOLENT SYSTEM) 23 12 31 16 8 0 90 

3 ATLAS-431-105-003 (REACTOR VESSEU 47 7 398 14 16 10 492 

4 ATLAS-431-105-004 (REACTOR COOLANT SYSTEM FOR SG) 27 3 114 6 3 0 153 

5 ATLAS-431-105-005 (REACTOR COOLANT SYSTEM FOR SG) 27 3 114 6 3 0 153 

6 
ATLAS-441-105-001 
(SAFETY INJECTION/SHUTDOWN COOLING SYSTEM) 53 23 41 68 32 0 217 

7 
ATLAS-441-105-002 
(SAFETY INJECTION/SHUTDOWN COOLING SYSTEM) 39 15 23 36 17 0 130 

8 ATLAS-448-105-001 (CONTAl NMENT SIMULATION) 11 2 13 40 9 5 80 

9 ATLAS-461-105-001 (COMPO f\E NT COOUNG WATER SYSTEM) 4 2 6 9 4 0 25 

10 ATLAS-497-105-001 (BREAK SIMULATION SYSTEM) 28 2 40 16 8 0 94 

11 ATLAS-521-105-001 (SECONDARY COOUNG SYSTEM) 38 18 22 40 19 0 137 

12 
ATLAS-5S9-105-001 (VACUUM SYSTEM) / 

3 0 2 4 2 0 11 ATLAS-582-105-001 (MAKEUP WAlER SYSTEM) 

13 
ATLAS-596-105-001 (COMPRESSED AIR SYSTEM) / 

4 1 2 6 3 0 16 ATLAS-597-105-001 (STEAM SUPPL Y SYSTEM) 

14 ATLAS-669-105-001 (Nl lROGEN SUPPLY SYSTEM) 5 2 1 4 2 0 14 

15 EMERGENCY SWlTCHING BOX 0 0 0 0 20 5 25 

TOTAL 392 107 951 309 167 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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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수위 및 질량유량 보정을 위한 증기표 기준신호(l) 
TaQ 

SNio 
Destination 

Description Tao 
Tag Press T원nperature Elevation 

(mm) 

마고5구] ~ct Leq 1 Center Leν섬 Transmitler PT-HL•• 01 '.B 13C 

(ιPCTL [1 J 0H1” UOJ)L’r(L ιγ1A L•L0J3H), U(LJ씨r카 LU1「A TF-IL1A-O l, T 
10α 

Incli ical Le \.e l Transmitler 

IL 1A H crizootal 꺼pe Le \.e l Transmitter 
VιCL • 0A1” O1O)L,r(C ιP1A C•LO•3A) s‘ 

ι1A Vertic비 Pipe (RCP s어e) Level Transmitler 
νιCL 1 nA11 O1)’ (DP-CL 13α 

ι18 Incli ical Level Tr 
TF-IL 18-02. TF카 L 1B 

10α 

ι18 Hcrizootal 꺼c 니 Transmilt, PT (C1LP18 CU 038)• 011’.(D p ITF-IL1B-03i\, B 
s‘ 

ι18 Vertical 꺼 1 ‘I Transmith 
(ιPCTL C18U 0 81) [

CL 18• 011’.(D p 1m카 L 1B← A ， B )，(TF카L1 B 여) 13α 

IL2A Incli ical Le \e l Transmitler 
VιC 1L J nt←Lιu’T(L ιF2AL←L0K3)，U(LJT)카’(LU2FA 1TF 1g !.TF카L2A 

10α 

ι2A H criz에비 Pipe Le \e l T“l.nsmitter ιT ι?A←03) s‘ 
ι2A Vertical Pipe (RCP s어e) Leν"， 1 Transmitler 1FιCTL α1A1 0A1) O 

CL 
13α 

lTOF3A JU R 
TF-IL 18-02. TF카 L 1B 

10α 
ι28 Incli ical 1 Tr 

ι28 Hcrizootal 꺼c 니 Transmilt, PT (C1LP18 CU 038)• 011’.(D p In:: --J 10D_nκ" 0 
s‘ 

ι28 Ve씨C비 꺼이 1 Tran잉mitter 
UιγC1L←2L3〕0h1) 

11)+(DP 
13α 

Ii극 C，서 r ., • A Level Transmitter IPT• CL1A-01 ITF-CL1A-04AB 
s‘ 

Ii긍 r• "":11R--fl l Cαd 냐Q 18 Le얘 Transr끼 ;1띤 IpT• CL18• D1 ITF-CL 18-04AB 
s‘ 

r• "":I ?!'I.--fl l Cαd LeQ 2A Leν섬 Transmitler IPT-CL2A 이 
s‘ 

118 IT--t:1 ?R--fl Cud Leq 28 Le \e l Transmitler I PT -CL2B-O 1 ‘ι , 
119 F 연'ssunær 냐에 Transm itter I PT -PZF;-Ol ITF-PZR• 01 

Iner 

nnf1 L f f우 3 g념 L LeE띄ν에센」 T Tf얻faannQ일m3끼띄 11RRRSPLff rn- 도T-PZF;-Ol ITF-PZR• 04 

?o 도F굳F;-Ol ITF-PZR• 05 

’ I「fL8 84 L tfe띄ν\f센1」 T Tf얻faangn얻min 띄 1 RRRSeLff κ; 도H죠그] ITF-nR• 0 

I?R 도T-PZF;-Ol ICTF-PZR-04 + 

니 rt I ~n0 그 nd t-'r 1 Transmitter I PT -PZF;-Ol ITF-SUR-02 

128 LT• ..P-Ol ωwe r olenum 0• 냐에 IPT-LP-{ ‘r ITF-LP• 01G14 29 

128 LT• -"-02 L애인 이enum 02 Leν센 IPT-LP-{ ITF-LP• 03G 14 49 

LT--cC• 01 Ccre Le‘끼(0 -317 ， 51끼 m IPT-LP-{ ITF-C。←J1G14 3 

LT--cC• 02 Cc‘e Le、"，， 1(317 ， 5 -63E α끼 m IPT-LP-{ ITF-C。매2G 14 3 

아11(((891e?3 
nUhFFF C C C • • • B]] 58G66•

F듀「 IT--t:(얘 Ccre Leν"， 1(1587 ， 5 -19α) ， Omm 도F도고] I 3 

lli IT--t:(애7 김윤g강 도F도고] , ITF-C。매7G14 43 

LT --lf'--D Uooer 이enum Le에 Level 1 IPT-U~ ←01 t ITF-UP-02 6& 

138 LT--lIH--D 미허같고김늄π꿇] IPT-U~ ←01 , ITF-UH •] • 624 

139 LT-U-H12 lu야 er head 02 Leve l IPT-U~ ←01 ITF-UH •J2 624 

LT--lIH-ü3 lu야 er head 03 Leve l IPT-U~ ←01 ITF-UH • y 66s 

LT--lIH-û4 lu야 er head 04 Leve l IPT-U~ ←01 ITF-UH •J4 
2 ‘ 

1M IT--f)(";--{)3 rc;;듀;되;피다w， IPT-DC고] ITF-DC• J31 78: 
~ IT--f)(";--{)4 π 며파?꾀 pwl 도T-DC고] ITF-DC•J4 1 78: 
l4R IT--f)(";--{'f) π 며파r r:fi lpw l 도T-DC고] ITF-DC•:6 1 5' 

LT--oc--æ κE듀김묘끊갑깅] ]PT-DC• 01 ITF-DC•:*3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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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수위 및 질량유량 보정을 위한 증기표 기준신호(2) 

TaQ 

SNio 
Destination 

Description Tao 
Tag Press T원nperature Elevation 

(mm) 

48 LT--OC--ü7 Downcomer 07 Leν"' PT-DC • 01 TF-DC • 371 41 

49 RPV 01 Leν"' PT-LF• 0 TF-C。←J3G 14 270C 

RPV 02 Leν"' PT-U~ ←01 TF-UH •J2 28811 

RPV 03 Level IPT-LF• C ITF-UP-02 5688 

152 RPV 04,il 냐에 IPT-DC • 01 ITF-DC • 741 472!: 

53 RPV 048 Le \e l PT-DC • 01 ITF-DC • 741 47~ 

inl 

~ 으으I”l이」」 lAA」I「”@I“::2isiEbjjjnιιk 애ιUmm]썩J”E i 씨“E으E으으으ι슨JEa띤ιe}J임i5“m뜨51↓r으끄“‘ιr흐l즈ι… m[E]뇨」EZEEEE …El프Eιl 도F파Fδ 
도F파Fδ 

~ 도F파1-01 
(펴 ]PT-HLl매 

IpT•'"• 0 ITF-SGPl • 

;Gl TlÍl e ootlet(cc띠 잉 de) c5 Le에 Transmitter IPT-HLl •O ITF-SGPl • 32 

162 SGl Riser Sectioo 01a Le、~I Transmitter IPT-SGSD1-01 122L 

63 SGl Riser Sectioo 01b Leν섬 Transmitler IPT-SGSD1-01 122< 

，~， Iner 

S인，S 31 R R R R sR다esseeam S k s sRee O，αU↑ttjjj끼얘moonne O O O O O3d581l L [ L Lfee peν써νννee센el η T T T TfaRaaannnnnsRssmmmmmjjjjj야”RUPeeef r;;e 도F끓￡수01 ‘ 82C 

도F끓￡수01 ‘ r;;e 도F끓￡수01 i 0'" 7" 
(꿈 ]PT-SGSD1-01 ITF-SGSD1-01 133C 

;Gl Riser Sectioo ‘101 Transmitter ]PT-SGSD1-01 ITF-SGRS1-01a ~ 07a 펑긍 730: 

G • ζ}p~m '"ν센 Transmitter IPT-SGSD1-01 ITF-SGDC1-02 ~ 04 명긍 390C 

172 RτTlÍl e inl ) 01A Le \e l Transmitter IPT-HL2 •O 

73 ""ι TlÍl e ootlet(cold 잉야) 018 Le \e l T에〕딩끼 itter IPT-HL2 •O 

1 ’ 
fffi 1$sS χ 32 T M Tφφ ,e ω i αclJI!IHtee(tht(tζctDD 히띠Md 의 ie)@de 0)% @ 03 L88l1 L 센eeff T1@l T T,3m a 끼 ;çmitter끼”Ik1eff 도F파ε5 ITF-SGP2-Cæa 

도F파ε5 ITF-SGP2-C æ:, 

fffi 

잉s3χ3 32?22 T n R R R@jE,cbseeeeprff , S j αneee1Je↑，c1tPttu(jjh↑。oo(mc「nnt1O O O 히M211dab 딩 Lee L L)dνe%p 0센》 f4 01 η냐g T Ta에naa pnsm”mi T이nfma TjjtfVt1Uf seRemffnwnbjm 

도F미 ;-rr ITF-SGP2 • 01 
도F파ε5 ITF-SGP2 • 32 

01 122' 
01 122' 

82 01 7. 

83 )32 Riser Secti얘 03'"ν센 Transmitter 01 i 7. 

184 ~， ’G2 Riser Secti얘 04'"ν센 Transmitter 01 ‘ 8~ 

185 꺼R SG2 Ri잊 r Sectioo 05 냐에 Transmitter 01 17 

186 ~ SG2 Ri잊 r Sectioo 06 냐에 Transmitter 01 0'" 

731 7339%S@ XX 
1 T, 

폈왔「 1이sm Tf「 f m1ttrf 01 • ITF-SGDC2-02 ~ 04 명긍 

SSTiTT R1M t αfνν1ee매l1 T T1ffaa T~K Lmm%mm1 Transmitter 

도F값1-02 I 600 , 600 
κ; 마국교，~， ]PT-RWTl • 01 t ITF-RWT1-03 500 

93 ←Rwr2매 1 κ Le얘 Transmitter I 500 

194 ISlT2 Le vel TrιIsmitter 
19:: ISlT4 Le vel Tr히lsmitt인 
196 1 T--{";[) l -D 011 Leν섬 Transmitler IPT-CC • 01 ITF-CD•J2 259 

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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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수위 및 질량유량 보정을 위한 증기표 기준신호(3) 

TaQ 

SNio 
Destination 

Description Tao 
Tag Press T원nperature Elevation 

(mm) 

~r.I~ I ~ n • o PT• • lA-Ol TF-CL1A-04AB 3"끼 3끼1 

Cri서 , " " • P PT• • 18-01 TF-CL 1B-04AB 3"끼 3끼1 

Cri서 I pn ?A PT• L2A-Ol 3"끼 3끼1 

어서 Lea 28 FLOW METER I PT -CL2B-O 1 3""3ηI 

1 "，←써 11-{)1 ~，예 1 PO 1 Fl (},\/ MFTFR IPT-HLl •O ITF-HL 1 때 8 7""3끼I 

1 "，←써 I?-D l ~，예 1 po? Fl (},\/ MFTFR PT-HL2 •O ITF-HL2-02A, B 7α끼 3끼1 

P인S%3↑1 S 셔 dP야。Bm'"'1「∞니ηæm，e” 꺼f P e뺑〉〉꺼;"nnRa11 " pjn。t띤pe 0 02" F11애cw m mpe꺼1" 도F끓￡τ01 ITF-SGDC1-01 

도F끓DC1-0 ITF-SGDC1-04 

SG2 down∞mer e>d:ernal DiDe 01 Flow meter 도F끊DC2-01 ITF-SGDC2-01 

Ii깅 SG2 down comer e>d:ernal DiDe 02 Flow meter ]PT-SGDC2•J2 ITF-SGDC2-04 

13 딩3퍼고] 
펙 SOi깨T휴1 ↑펴 h 니u얻needL 꺼뇌。 Uw뿌ne h되f F1넘!얘gt앨 빼얻L 

IPT-SH1• DI ITF-SlT1 -01 

114 1", 잉13-01 
115 IPT-HPSl l-01 ITF-HPSl l-01 

116 PP-HPSl l αi년t Flow 야↑" IPT-HPSl l-02 ITF-HPSl l-02 

↑씌 11 tE。L0되씨넘t ↑꾀 L」SnlSe」F-1o-w-M-e-te-f 
도F파굉τ04 

‘ ITF-HPSl l-04 

도T-SC딩그] ‘ 

• 1110 D씨 4 Line Flow Meter 도T-SC딩그g i ITF-SCS •• 、

(강 01 Inlel 니ne FI얘 얘↑" IpT←개:;-01 ITF-CWS-Ol 

23 L얀 d얘06때 Li ne FIσι Met띤 

124 lnl--rHG--fl l PP-CHG매↑ CHANGE Ll NE Flow Meter IpT• CHG-Ol ITF-CHG매↑ 

125 Sl T211미ect. Une FI얘 얘↑" IPT-Sl T2-01 

126 814 께ecl. Une FI얘 얘↑" . z 

!δ ，II ~↑디 도F파값그5 
nnnFFF H H HFFF J J J222 ( 0 0”23 

4 η1↑ 1이 디「ι " "•" ' 도F파값-04 ITF-HPSl 2-04 

In \ll~ 1 ;n ~ 101"ω ι"'. 도F파:':1 4-01 ITF-HPSl 4-01 

rv-
ι)t우 t。우 0꾀마느ζ3니 니띠nζe되 FI멜。w잉 M덕etSeLf 

도T-SC강고] ITF-SCS2 •]•

'l'l 도F호강고g ITF-SCS2-C 

1죠 1 Inlet Li ne Flow fJeter ]이←개:;-01 ITF-CWS-Ol 

135 ↑교구급] ream CJ; se。뼈!이 꺼。w ι'et er IPT--cS-Ol ITF-CS-Ol 

135 ]교구급5 ream CJ; Separatcr 2 FI애써"' IPT-CS-02 ‘ r ITF-CS-02 “ 10.1-('.<>.•" u。이eam CJ; PCV Flow Meter IPT-CS-02 ITF-CS-03 ’ ‘ 
138 l o.A--t: s-꺼1 싸R inq Ve 、sel 1(tk-cs-ll 꺼。w Meter ITF-CS-13 

139 1 Qv--DPI-1 PP-CWS TO ImDulse μne FI이V 얘@ PT←C~ε 01 ITF-CWS-Ol 

쩌U쩌UM%nSeι t’fSSm21MMm FF11。oSww3 니 니MM1nnee bee띤tee t εffc1 e %% MCCSlccum a aM께e 꺼ee。nnwMt얘%teuufmmmmnn k k 

↑이 8 명긍 

l lA ， ß 명긍 

14? 도T-MS1-01 ’ ITF-MSl•] • 

40 MSιfrom SG2 bef이e MSlV line 꺼。w tk↑" ]이싸2-( I ITF-MS2-C 

144 띠C:;C:;V e fran SG 1 Flow ι'1" IPT-MS↑매2 , ITF-MSl • J2 

145 띠C:;C:;V e fran SG2 Flow ι'1" IPT-MS2 • 02 / ITF-MS2매2 

146 IO.I---rn-m ν ι el인 line FIσι ι'eter IPT-CD_02 ITF-CD • CJ5 

If,Æ L - Ecooanizer to SGl line 꺼。w fJeter IpT ‘끼F • 01 ITF-MF1-0l 

" lli 

配뀔똘 P터듀τ5 ITF-AF1-0 

~ 도터gτ5 ITF-AFεo 
Fi 'l Icws to H싸 D-O 1 line Flov. 써" ]이←개:;-01 ITF-CWS-Ol 

154 1N2 Gas Reaclor Vessel Li ne FI얘얘!인 IpT• NSS-Ol ITF-NSS-Ol 62' 

‘ LT-YAS-Ol 김도호정 잉이 게흩기 신호로직잉 올리앙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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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전원공급 소요량， 제어방식 및 기기 설치 위치 

변호 항목/10 운전 방식 
소요전 

우랑 
설 계전헨 

설 치 ￥|치 비고 
력 (kW) (Kw) 

1) 전얼기류 

1)모의노심 CH-CO-Oll SCR 714 714.0 전헨건물내 440V 3상 

CH-CO-02l SCR 690 690.0 전헨건물내 440V 3상 

CH-CO-03l SCR 750 750.0 전헨건물내 440V 3상 

2) 가압기 전얼기 (비려|전얼기) CH-PZR-Oll SCR 2.5 2.5 전헨건물내 220V 단상/3상 

(B ackup heaterl (H-PZR-02) SCR 15.0 15.0 전헨건물내 220V 단상/3상 

3) SIT 내부전얼기 CH-S IT1 -01 ， -SIT2-01 , -SIT3 -01 , -S IT4 -01) SCR 2.5 4 10 전헨건물내 440V 3상 

4) IRWST 전 얼 기 (H-RWT1-01 , -RWT2-01) SCR 30 2 60 전헨건물내 440V 3상 

5) 기타 (예비용) 100 100 전헨건물내 440V 3상 

2) 퍼口 "πe 

1) RCP (RCP-l A, -1 ß , -2 A, -2B) VVVF 16 4 64 전헨건물내 440V 3상 

2) Main Feedwater Pump (PP-MF-Ol) VVVF 24 24 전헨건물내 440V 3상 

3) Aux, Feedwater Pump (PP-AF1-01 , -AF2-0 1l VVVF 15 2 30 전헨건물내 440V 3상 

4) HPSI Pump (PP-HPSll-0 1l St'oke 저|어 30 30 전헨건물내 440V 3상 

5) Charging Pump (PP-CHG-Oll St'oke 저|어 30 30 전헨건물내 440V 3상 

6) pzr Spray Pump (PP-SPY-Ol) " VVVF 0.4 0.4 전헨건물내 440V 3상 

7l SCS Hx Cooling Pump (PP-SCS1-01) VVVF 14 14 전헨건물내 440V 3상 

8) MWS Fill Pum p (PP-MWS-Ol) 。 n/Off 17 17 전헨건물내 440V 3상 

9)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ooling Pump (PP-CWS 。 n/Off 75 2 150 전헨건물내 440V 3상 

10) Condenser H igh Pressure Injection Pum p (PP-CD -02) WVF 15 15 전헨건물내 440V 3상 

11) Condenser Recirculation Pump (PP-CD-01) VWF 17 17 전헨건물내 440V 3상 

12) Vacuum Pump (PP-VAS-01) 

3) Fac 류 

1) Cooling Tower Fan (CT-CWS-1) 4 。 n/Off 90 90 전원건물내 

4) Tracing Heater ” 1) Vessel SCR 4 3 12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 SCR 3 3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2) Pressurizer ‘’ ‘ ‘ SCR 4 2 8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i ’ 、ι • SCR 2 2 4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 SCR 1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3) SG-1 r 
I ““ SCR 7 2 14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l SCR 4 4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 SCR 2 2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4) SG-2 ‘ SCR 7 2 14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l SCR 4 4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 , . SCR 2 2 종합실협동 내부 220V 3상 

5) Coldleg/Hotleg/lnterm ‘ SCR 4 2 8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 SCR 5 5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 SCR 8 2 12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6) SIT Li ne 、 SCR 5 4 20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7) 기타 (예비용) SCR 4 3 12 종합실험동 내부 220V 3상 

5) 제어/보폴!D AS(현장) 

1) 저|어/보호겨|툴 20 20 종합실험동 내부 

2) DAS 겨|룰 20 20 종합실험동 내부 I 220V 단상 

3) 저|어반 10 10 종합실험동 내부 

4l 겨|흑겨|룰 5 5 종합실험동 내부 

5) 뻗 H류 5 5 종합실험동 내부 

6) 기타설비 

1) 주저|어실 부대시설 20 20 종합실험동 내부 

2) 기타 (여|비 및 부대 시설) 100 100 종합실험동 내부 

소요 용량 합계 (kW) 3 , 128 

시설 용량 (kW) 4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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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Screen 

Tenninal 
Block 

@ 
계촉기 

Real Time 
Displayer 

I를뭘빼를를를뭘11 

Emergency 

AcutatOI' 
(lntel'posing 
Lo명c Sys,) 

z 
져|어기 

Emergency 
&νitch 

panel 

그림 2.4-1 제어 및 신호처 리계통 구성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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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NPA 。perator Sta•" 기 # • 。perator Station # 2 Op인ator Stati on # 3 

1/0 Cabinet 1/0 Cabinet 1/0 Cabinet 1/0 Cabinet 1/0 Cabinet P/S Cabinet 
# 1 # 2 # 3 # 4 # 5 

1/0 Cabinet 1/0 Cabinet 1/0 Cabinet 1/0 Cabinet 1/0 Cabinet 
# 1 # 2 # 3 # 4 # 5 

그림 2.4-3 DCS 구성도 



---.서 

440 ACV 

Trip Event by Over Current/V여tage (Self protection) 
~ Eme영ency Alarm & Li ghting 

s、.vitching Box 

(1) Power ÜJγ。ff

VCB뀐 (2) Emergency Power Trip 

\ (4 )Emergency Power off(1 -DO) 

ACB I I (5) 잭DCV Power OnIOff(l ∞L...J 
) 24DCV orγ。ff!Fa띠t Signal (2-DI) 

(3) On!Off띤a버t Signal (2-DI) 

(7)4~20mA Power Con1rol (1 -AO) 

Power Meter 
(R-， S- ， T-마ase，Tα외) Power, Voltage,Curent,Power 

-RS485 

Core 
Heater 

Current (R, S, T) 
Separately 

Volatge (R,S,T) 

T/C Heater Wa1l Surface Tenψ (mV) 
8ejl!!f!ll~lj'-------r 흩-

그림 2.4-4 노심히터 신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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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 •• 
Relay 

DI(2) 

DI(2) 

AO(l) 

DCS 

AI(10) 



(2-2) Heater(일반) 
@νOff제어헝 

(2-3) Tracer Heater 

220/440 ACV 

• DC24Vfor orνOff Ccnlrol (1 -Dα 

24DCV for Fault Signal (1 -DI) 

DC24V : Run Status (DI) : 삭제(Oplion) 

T/C: Heater Wall Surface Ternp (mV) 

:-r=Trr-- …--…-짜DCV집rP，좌다-5L;E63-----…------rr…-

: I Pow야 I ~ 24DαC이Vf따:x Pow뼈erCα어tf (lιl-DO) I D0(2] 

p쩌e11. ~. I 
~‘ l 

4~20mA for Power Coolrol (1 -AO) 

DC24V: Run Status (DI) : 삭제(Oplion) 

24DCV for F: 띠t Si얽al (1 -DI) 

220/440 ACV f --- . Single Power Panel for Tracer Heater Group 

4--20rnA for Powerαw) O~lODCV (1-

T/C: Heater WaII 뻐face Ternp (mV) 

DCS 

DO(1) 
DI(2) 

AO( I) 

DCS 

잉
 

m 

AI(1) 

그림 2.4~5 일반히터 신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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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CP (Pump) 

220/440 ACV 

r-------
r--------T~--------: 

i μoL:al.!ll앤&ιtiou.J 

(1-2) Speed 조질형 
Pump 

(1-3) 일 반 P끼=p 
(OnJOff 형 ) 

願
·
·

願
· 

420mA for Speed Contr이 (l-AO) 

DC24C : Fault Signal (l-DI) 

DC24V: Run Status (l-DI) 

O~10DCV : Power (1 -AI) 
DCS 

A이1) 
AI(2) 

4~20mA: Pump Speed (-lAI) ID이 1) 
"1 DI(2) Roter meter 

Stopper 
24DCV for Stopper (-lDO) 

24DCV for Flow SlNitch (1 -DI) 

420 mA for Speed Control (1• AO) 

DC24C : Fault Signal (l-DI) 

DC24V : Run Status (1 -DI) 삭제 (Oplion) 

DC24V for On/OffControl (1 -DO) 

DC24C : Fault Signal (1-DI) 

DC24V: Run Status (1-DI) 삭제( Oplion) 

그림 2.4-6 PUillD 신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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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A이1) 

DI(2) 

DCS 

DO(I) 
DI(2) 



(3-1) Contr이 V하% 

(3-2) OnJOffVa1ve 

(3-3) 3-WayVa1ve 

(3-4) Manua1 Va1ve 

ToDCS 
AI(l) 

Stem Positioner 
~20mA 

5~10 Hz 이상 

Piston 

4~20 mA for Control (1 -AO) 

4~20mA for Stem Postion (1 -AI) 

24DCV for OnIOffControl (1 -DO) 

24DCV for High Positon (l-D I) 
24DCV for LowPositon (l-DI) 

24DCV for SlNitching Control (1 -DO) 

24DCV for Position-l (1 -D I) 
24DCV for Positiα1-2 (I-DI) 

24DCV for High Position (1 -D I) 

24DCV for Low Position (1 -DI) 

2 Inch Air Line 

1" Ball Valve ...................... 
-------------------

Controller 
5~10 Hz 이상 

1" Tube 

Fï t“ng 

Air F11ter 

4~20mA 

From DCS AO(1) 

그림 2.4-7 밸브 신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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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2) ----

AC8-3 
(Core-3) 

〔王펀뜨己 
〔王늄뜨뜨〕 

묘팩돈폰그 

.... l .... 

AC8-4 
(Pump Group) 

[포훨드드그 
[포훨드뜨그 
터용한돈그 

AC8-5 
(Gen , Heater Gr=J uP) 

구성도 비상제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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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그림 



System bias & 
Iiltering check (0) 

Calibration (1) 

Data check (2) 

Data check (3) 

Field Signal 

~ Voltage 
~ Ampere 
~ Temp 

c。nversion to 1 st order Dhvsical value 
~ MPa (kPa) 
~ m3/hr (kg/s) 
~ Kg (mass) 
~ oC, RPM, kW 

Calculation 01 2nd order variable 
~ Collapsed water level 
~ Density compensated Ilow rate 
~ ? 

Data sorting , saving , & checking (4) 
~ Variable-wise 
> User Iriendly 

그림 2.4-9 신호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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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logic (1) 
-Temp. related 

Control logic (2) 
press. Related 

-RPM , kW related 

Control logic (3) 
-Ievel related 
-llow related 



주제어실 

굵은점선 내부가 계약자 업무 Scope임 

엔지니어링동 내부 기기 

현장계측제어릉 

전력분"H 
Panel 

• 463KW • EA 
385KW • EA 

히터 

(대전력) 
3EA 

히터 

(소전력) 

“ EA 

돼
 J
η
 

3상 4W 

••• a 
대전력 히터 스위치기어 

노심 히터 제어기 

3상 4W 

모터 제어기 히터제어기 (MCC) 

「접지작업 

저전력 

문I:J H Pan21 

프
 때 

펴
a
 

M 80m 

KAERI 주연전실 

엔지니어링동외부기기 

굵은점선 내부가 계약자 

업무 Scope임 

실험장치 주연전실 

↑증접지 설비 

신규설치 및 정지작업 

접선 내부가 

공급범위임) 

배선작엽 (굵은 2.4-10 전원공급계통 

전원공급계통과 관련한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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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그림 



주제어실 

제어실의 제어잠치와 현징의 접지와 접지작업 150meter 

Motor /Heater 제 어 용 MCC 

3상 3W 3상 4W 3상 3W 45meter 3상 3W 

三ζ !三즘 즈증 
노심 Heater를 Heater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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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蠻Õlf흘 Ti 
기타 현장용 엘리베이터 j 

20KW 1 대 j 

현장 민스트루먼트 룸용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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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도 공급전력 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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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5 절 계측 계통 설계 및 분석 

1. ATLAS 실험장치의 계측 계통 개요 

ATLAS 실험장치의 계측계통은 각종 열수력 현상에 대한 측정값을 물 

리적인 변수로 변환하여 현상을 이해， 분석하게 하는 핵심적인 설계 요소이 

다. ATLAS 실험 장치에는 표 2.5-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총 1300여개의 겨1 

측기가 설치되었다 계측기는 각 계통에서의 주요 열수력 현상을 계측하기 

위해 계통별로 광범위하게 설비되었다. 각 계측기는 신호처리기에 의해 DAS 

와 DCS에 동시에 입력된다 

계측 변수는 계측기에서 직접 측정되어 공학적 단위로 변환되는 1차 

측정변수， 1차 측정변수와 증기표 등 비교적 단수한 수학적， 물리적 방정식 

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공학적인 변수로 변환하는 2차 측정변수， 그리고 2 

개 이상의 1차 측정변수를 조합하여 도출되는 3차 측정변수로 나닐 수 있다 

본 계측 계통에서 측정되거나 계산될 변수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측정 변수 (Direct Measurements) 

Absolute Pressure 

Differential Pressure 

Temperature 

V olumetric Flow Rate 

Void Fraction 

Mass Flow Rate Coriollis meter 

2차 측정 변수 (Simple Computed Parameters) 

Collapsed Water Level 

Pressure Drop 

Mass Flow Rates 

Degree of Inlet Subcooling 

Structure Heat Loss Rates 

3차 측정 변수 (Complex Computed Parameters) 

Break Flow Rates 

Flow and Thermodynamic Quality of Break Flow 

Steam Condensa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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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계획 단계에서 선정된 계측기 및 정립된 계측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주요 측정변수에 대해 예비 

방법론의 적합성을 

오차분석을 수행할 

펼요가 있다. ATLAS 실험장치의 예비 오차분석은 root-rnean-square 

(RMS)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예비 오차분석 수행 시 randorn 오차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ATLAS 실험 장치에서 수행될 실험 항목이 과 

도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비 오차분석에 사용된 실험조건 = n 
τrτ= 

값을 사용하였으나， 필요시 적절한 가정을 

기본적으로 실험장치 설계변수 

도입하여 수행하였다 오차분석에 

수행하고자 하는 종속 측정 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Colernan 

적용된 일반적인 오차분석 식은 오차 분석을 

수 P에 대 하 여 독 립 계측 변수 νl 에 의 해 

외， 1989; Shaw 외， 1995; 윤병조 외， 2000). 

U. ι 
JP , " 힐(표 8νy 

토깅[ 
」 보고서의 예비 오차 분석을 위해 다음의 용어를 정의한다 

Span 계측기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 최소 범위 

FS(Full Scale) ’ 실제 실험에 위해 적용되는 

기의 최대 측정 범위 

2. 

Reading ’ 계측 값 

측정방법 01 

^ 예비 오차 분석 

주요 측정 변수 별로 측정 방법론을 

오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정 압(Absolute Pressure) 

선정하고 

교정이 이루어진 

이에 대한 실험 

(2.5.1) 

계측기 

전 예비 

ATLAS 실험 장치에는 계통의 압력과 압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압계가 설치되었다. 설치된 계측기는 SMART타입의 (KDG 4301 Series) 

측기로 40:1의 가변 운전영역을 가지며， 사용이 예상되는 범위를 입력한 

정 

겨1 

"' ←「

압력 및 차압 보정 계 (calibrator )를 이 용하여 보정 한 후 사용한다. 압력 보정 

은 정교한 압력 교정기로 가압하며 압력 범위의 

에서 교정을 수행하고 완료되면 감압 하며 압력 

압과 감압 과정에서 기록된 교정 값이 계측기의 

0% , 25% , 50% , 75% , 100% 

교정 값을 재 기록한다 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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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반복 수행하고 재차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계측기를 새것으로 교 

환한다 이러한 보정은 실험장치 시운전과정에서 수시로 반복 수행될 수 있 

으며， 실험장치 계측계통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1년 주기로 수행될 예정이 

다. 본 계측기의 최소 시간 시상수는 50 msec이며， 압력 범위 입력방식과 같 

이 사용자에 의해 임의의 값으로 입력된다 ATLAS 실험에서는 시상수는 겨1 

통 내에 안전 주입수 주입에 의한 응축 발생에 따른 계측 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해 200 ~ 250 msec로 고정될 예정이다. 

계통에 설치된 압력 댐의 직경은 3 mm이고 후단부에 노즐을 설치하여 

압력 도관에 연결된다. 압력 도관은 설치하고자 하는 유체의 점도 및 거리에 

의해 그 직경이 결정된다 그림 2.5-1은 정압계의 설치 개념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ATLAS 실험과 같이 물/증기 유동이 예상되고 배관의 길이가 

40m 이하인 경우 요구되는 압력 도관의 최소 직경은 1/4“이다. 본 실험에서 

는 압력도관이 이상 유동에 노출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직경을 3/8“로 결정하 

였다. 압력 도관은 계통에서 이상 유동 발생 시 내부에서 발생되는 기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계통으로부터 1 irνft의 하향 경사도를 갖게 설치한다. 

그러나 상시 증기에 노출되는 곳에 설치된 경우 압력 도관에 별도의 냉각 

장치를 설치하거나 증기 응축 용기를 설치한다 이때 압력배관은 증기 응축 

용기 쪽으로 경사도를 유지하여 압력 도관에 상시 증기가 채워지도록 설치 

한다. 

DAS 및 DCS로 전달되는 신호는 그림 2.5-2에서와 같이 신호 변환기 

를 거쳐 전압신호로 처리되며， 이때 측정된 전압신호는 다음의 1차식에 의해 

공학적 압력단위로 변환된다. 

P = 」표=E · ( Vκmured- VL ) + PL VH-VL 
εd (2.5.2) 

여기에서 

P ’ 측정된 압력값 

PH VH 에 서 의 압력 값 

PL ’ VL 에서의 압력 값 

V_α，urεd ’ 측정 된 전 압 값 

VH ’ 최대 전압 출력값(5 Volt) 

VL 최소 전압 출력값(l 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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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5.2)의 압력 계측 값은 계측기에서 계측된 값으로 다음 식과 같이 

압력 도관의 높이를 보정해야 압력 탬이 설치된 지점의 압력 값으로 환산된 

다. 

p， ~p-Pcghc (2.5.3) 

여기에서 

p, : 측정단변에서의 압력 계측 값 

Pc ’ 압력 도관 내 유체의 밀도 

hc ’ 압력계 감지부와 압력 댐 사이의 거리 

계측기에서 계측된 압력/차압 값의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UAP ~ Iy U2
T + U~μ+ U1"ιt" + r1}; 0 + U~DC 

여기에서 

UT ’ 압력 transffiltter 오차(0.1% of FS) 

Uwμ ’ 압력라인으로의 기포유입에 의한 오차( hc오차 포함) 

U l ru laør isolator 오차(0.1% of Span) 

다10 V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16 bits ADC 변환 오차(0.003% of FS) 

(2.5.4) 

식 (2.5.4)를 이용하여 정압계의 오차를 계산할 때 압력라인 내 기포 유 

입에 의한 오차는 무시될 수 있다. 이는 정압계의 압력 측정범위가 통상 압 

력라인의 기포 유입에 의한 오차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식 (2.5.4)에 의해 

계산된 정압계의 예상 측정오차는 FS(Full Scale)의 0.142 % 이다. 

나 차압(Differential Pressure) 

ATLAS 실험 장치에는 계통의 압력분포， 압력강하 분포， 기포율 그리 

고 계통 내의 수위 정보 및 냉각수 부피 정보를 얻기 위해 다수의 차압계가 

설치되었다. 설치된 차압계는 40:1의 가변 운전영역을 가지는 SMART형 

(KDG 4301 Series) 계측기로 정압계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차압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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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유지 보수는 정압계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수행되며 차압계 압력 도 

관은 정압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된다. 

DAS 및 DCS로 전달되는 신호는 신호 변환기를 거쳐 전압신호로 처리 
되며， 이때 측정된 전압신호는 다음의 1차식에 의해 공학적 압력 단위로 변 

환된다. 

hη- p, 
ðP~ 햄二τ갇 . (V，…ε 7SUJ려 V L ) + PL (2.5.5) 

여기에서 

ðp 측정된 차압 

PH ’ VH 에 서 의 압력 값 

PL VL 에서의 압력 값 

Vιια'UTεd ’ 측정 된 전 압 값 

VH 최대 전압 출력값(5 Volt) 

VL 
’ 최소 전압 출력값(l Volt) 

식 (2.5.5)의 차압 계측 값은 계측기에서 계측된 값으로 다음 식과 같이 

압력 도관의 높이를 보정해야 압력 탬이 설치된 두 지점간의 차압 값으로 

환산된다. 

ðPu ~ ðP- Pcgðhc (2.5.6) 

여기에서 

ðPu (~Pl-P2) 측정단변에서의 압력 계측 값 

Pc ’ 압력 도관 내 유체의 밀도 

ðhc( ~hcl - hc2) 압력 댐간의 거리 

계측기에서 계측된 압력/차압 값의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Uιlpo - ::!::y U
2
T + U~id+ U 2lsalatar + [건/0+ U ;'DC (2.5.7) 

여기에서 

UT 압력 transmitter 오차(0.1% of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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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μ ’ 압력라인 기포유입에 의한 추정 오차(2cm) 

U lsalavu ’ isolator 오차(0.1% of Isolator Span) 

다10 ’ V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 DC 16 bits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식 (2.5.7)을 이용하여 측정된 차압의 오차를 계산할 때 압력 배관 내 

기포 유입에 의한 측정 오차는 2 cm로 가정하였다. 식 (2.5.4)에 의해 계산된 

압력측정 값의 예상 측정오차는 압력 배관 내 기포 유입을 제외하면 FS의 

0.142 %이나 이를 고려하면 더 커진다 그림 2.5-3은 차압계의 설치 개념도 

를 보여주며 그림 2.5-4는 FS 값의 변화에 따른 차압 측정값의 예상 오차를 

보여준다. 

다 유체 온도 및 계통 벽 면 온도 

온도는 K타입 비접지 (un-ground)형 열전대에 의해 계측된다. 대부분의 

열전대는 유로 내 유체의 온도계측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일부는 노심 전열 

기， 증기 발생기 U-tube 표면 온도 및 계통 벽면의 온도를 계측하는데 사용 

된다. ATLAS 계통에 설치될 열전대의 직경은 다음과 같다. 

유처1 온도 측정용 ’ 직경 1.0mm,1.6 mm 

각종 탱크 및 2차측 배관류 유처1 온도 측정용 ’ 직경 1.6 mm 

Wall 표면 온도 측정용 , 직경 1.0 mm 

노심 전열기 표면 온도 측정용 ’ 직경 0.5 mm 

열전대를 물에서 사용할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열전대의 시상수는 100 

msec 이하이다. 열전대는 구매 시 제작자에 의해 o oC, 100 oC, 200 oC, 300 

℃에서 수행된 교정지와 함께 공급받는다. 실험 시에는 실험 전에 대기 온도 

값의 계측을 통하여 열전대의 건전성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배관에 설치된 열전대는 감지부를 배관 중심에 위치시킨다. 용기에 설 

치되는 경우 용기 직경이 300 mm이하인 경우에는 용기 중심에 그 이상인 

경우에는 벽면에서 250mm 깊이에 설치한다. 고속의 이상유동이 발생하는 

저온관의 증기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열전대의 건전성을 위해 내 벽면에서 

20mm 깊이에 삽입하며， 물 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벽면에서 10mm 내부에 

삽입하여 설치한다. 각 열전대는 지지용 튜브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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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튜브의 직경은 실험이 이루어질 유동조건에서 구조 강도해석을 수행하 

여 건전성이 보장되도록 결정한다. 

벽면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직경이 1 mm이며， 내벽 및 외벽 그리고 계 

통의 외벽 온도 측정에 사용된다 내/외벽에 설치된 열전대는 계통에 축적된 

열에너지와 외부로의 열전달 계측에 사용된다. 

열전대에서 측정된 온도는 mV 선호로 변환되어 DAS 또는 DCS로 입 

력된다 ATLAS 실험에서는 DAS 또는 DCS 내부에 C]C (Cold ]unction 

Compensation) Unit을 가지고 있어 절대 온도 값을 보정하게 된다 열전대 

중 DAS 또는 DCS로만 입력되는 열전대는 DAS 및 DCS의 C]C에 의해 외 

기 온도를 보상하게 되나 DAS 및 DCS에 동시에 입력되는 열전대는 

Isolator에서 제공하는 C]C에 의해 보상된다 그림 2.5-5는 이러한 신호처리 

구성도를 보여준다. 계측된 온도의 오차는 다음 식 (2.5.8)과 같이 계산된다. 

UT~ 바 U 2
TC + Ucw+ [김T+ [감!atar + [건/0+ [jADC (2.5.8) 

여기에서 

UTC 열 전 대 오차( ct 0.4% of Reading) 

Ucw 온도 보상도선 오차 ( ct1. 5K) 

U RT ’ 기준 온도 오차 (ctO.5kJ 

U lsalat:Jr ’ isolator 오차(0.1% of Span) 

다10 VO interface 오차(0.04% of FS) 

UADC ’ ADC 변환 오차(0.015% of FS) 

그림 2.5-6은 열전대의 계측 오차를 보여준다 그림 2.5-6에서와 같이 

DAS 또는 DCS로 직접 입력되는 열전대중 최대 측정 범위가 400 Oc인 열전 

대의 최대 측정 오차는 ct 2.26 K이며， Isolator를 거치는 경우의 최대 측정 오 

차는 ct 2.3 K이다. 노심 가열봉 표면에 설치된 열전대는 측정 범위가 20 ~ 

1300 Oc로 DAS또는 DCS로 직 접 입 력 되 는 경 우의 최 대 측정 오차는 ct5.47 

K이며， Isolator를 거치는 경우의 최대 측정 오차는 ct 5.64 K이다. 열전대의 

계측오차 중 상당 부분은 온도 보상 도선의 오차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오차 

는 열전대 온도 보상도선 및 신호처리계통에 관한 정교한 교정 절차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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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상 체 적 유 량 및 질 량유 량 (Volumetric and Mass Flow Rate) 

ATLAS 실험에서는 배관 및 일부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주입되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Vortex Meter, Turbine Meter, Coriollis Meter 및 

Average Bi-probe 등이 설치된다. 각 계측기는 계측기 구매 시 제작자에 의 

해 사용 유동 영역에서 보정되어 교정지와 함께 공급된다. 각 계측기 별 겨1 

측법 및 예상되는 오차를 분석하였다. 

(1) Vortex Meter 

V ortex Meter는 증기 및 N2 가스의 유량 측정에 사용된다， Vortex 

Meter에서 직접 측정되는 값은 체적유량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O η-Q~T 
Qg~ 줬극폰 ( V measU)강 까) + QgL 

여기에서 

Qg 

QgH 

측정된 증기/가스의 체적속도(m%) 

VH 에서의 증기/가스의 체적유량 

QgL ’ VL 에서의 증기/가스의 체적유량 

V measured ’ 측정된 전압 값 

VH ’ 최대 전압 출력값 

VL 최소 전압 출력값 

이 때， 체적유량의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다 

U AQ
‘ 

::!:: V U~rtex + U2lsalatar + U}/O + U~DC 

여기에서 

U T vortex meter 오차(1，0% of Reading) 

U lsalat:Jr ’ isolator 오차(0，1% of FS) 

U110 V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16 bits ADC 변환 오차(0，003% of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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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5.10)에 의해 계산된 체적유량의 추정 오차는 계측 값의 1.0%이 

다. 질량유량은 체적유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 

W g Pg" Qg (2.5.11) 

여기에서 

Pg 굶 (2.5.12) 

최종적으로 계측기에서 계측된 증기/가스의 질량유량 오차는 다음과 같 

과ι 
μ) 

g 

Uο 。 U•. " UT 。I\/ (--;프L) ι +(二ι)ι +( ~~ ) ι 
Qg' " p (2.5.13) 

식 (2.5.13)에 의해 증기/가스 질량유량의 최대 오차를 추정하면 Full 

scale 값의 1.16%의 계측 오차가 예상된다. 

(2) Turbine Meter 

Turbine Meter는 붙이 주입되는 주요계통의 주입배관에 설치되며， 

Vortex meter와 같이 체적유량의 측정에 사용된다. 측정된 값을 공학적 단 

위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Qff{- QfJ 
Qf ~ 그맡그I'"- " (V ~'"ωed- VL ) + Q Vf{- VL 

여기에서 

Qf ’ 측정된 유체의 체적속도(m%) 

Q쩌 Vf{ 에서의 유체의 체적유량 

Q jL ’ VL 에서의 유체의 체적유량 

V_α'Ufεd ’ 측정 된 전 압 값 

Vf{ 최대 전압 출력값 

VL 
’ 최소 전압 출력값 

이 때， 체적유량의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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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Q，~ Iy U~.찌*+ []a&ιι，，+ U}/O+ U~DC (2.5.15) 

여기에서 

UT turbine meter 오차(0.25% of Reading) 

U lsalat:J} ’ isolator 오차(0.1% of FS) 

다10 V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식 (2.5.15)에 의하면 Turbine meter의 체적유량 측정오차는 Span 값의 

I 0.27 %로 예상된다. 질량유량은 측정된 체적유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Wf Pf' Qf (2.5.16) 

최종적으로 계측기에서 계측된 짙량유량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광 ~ I{C뚫 )2 + (강)2 (2.5.17) 

이 때， 물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풍 ~ I{f(뽑 L1T)~ + (짧4세/샤 (2.5.18) 

물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나 압력에 의한 밀도 변화가 작아 

Golclhammer에 의해 제시된 온도만의 함수로 표시된 다음의 상관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식 (2.5.19)은 1 ~ 2%의 오차범위에서 물의 밀도를 예측할 

수 있다. 

Pf~ p ,( ζ，!~c )1/4 
! "" T c -270.93 

Pb density at 15.6 oC, 101.325 kPa 

Tc 
’ critical temperature(374 OC) 

(2.5.19) 

식 (2.5.19)를 식 (2.5.18)에 적용하면 오차 분석 식 (2.5.17)은 최종적으 

로 다음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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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Un ~ _, 
ι I\I (，프L)ι+( →←←」←← )ι 

Wf - ~ V \ Q f ) '\ 4( Tc - Tf) 
(2.5.20) 

식 (2.5.20)에 의해 추정되는 질량유량의 예상 최대오차는 Full scale 값 

의 I0.43%이다 

(3) Coriolis Meter 

Coriolis meter는 질량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계측기로 200 oC 이하의 

저온에서 사용되며， 광범위한 계측 영역에서 정확한 질량유량을 계측할 수 

있다. ATLAS 실험에서는 격납 용기 대 증기 응축을 위한 살수 계통에 

Rosemount에서 공급되는 CMF200 Coriolis Meter가 장착될 예정이다. 측정 

된 값을 공학적 질량유량 단위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μ ιu μ" 

Wf ~ 품_ v~ . (V ~"，u，er VL) + 때 

여기에서 

싸 , 측정된 유체의 질량유량(kg/s) 

%쩌 ’ VH 에서의 유체의 질량유량 

W tL VL 에서의 유체의 질량유량 

V~"，ω'ed ’ 측정된 전압 값 

VH 최대 전압 출력 값 

VL 
’ 최소 전압 출력 값 

이때， 질량유량의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U!
”

j = ±V uk/1 l3 + []2&biν +[건/0+ U~DC 

여기에서 

Uαηól/i， Coriolis meter 오차(공급엽체 제공) 

0.11 % of reading(l’1 of total flow rate) 

0.15 % of reading(up to 10:1 of total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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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of reading(up to 20:1 of total flow rate) 

0.6 % of reading(up to 100:1 of total flow rate) 

2.6 % of reading(up to 500:1 of total flow rate) 

U lsalat:Jr ’ isolator 오차(0.1% of FS) 

다10 ’ VO interface 오차(0.01% of FS) 

UADC ’ ADC 변환 오차(0.003% of FS) 

신호처리기 등의 계측오차가 포함된 Coriollis 질량유량계의 측정오차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2.5-7에 도시하였다. 

I 0.15 % of reading(l :l of total flow rate) 

IO.18 % of reading(up to 10 ’ 1 of total flow rate) 

I 0.2 % of reading(up to 20:1 of total flow rate) 

IO.6 % of reading(up to 100:1 of total flow rate) 

I2.6 % of reading(up to 500:1 of total flow rate) 

마 냉각재 수위 (Collapsed Water LeveJ) 

ATLAS 실험 장치의 1, 2 차 계통 및 각종 탱크에서의 수위는 차압계 

에서 측정된 차압정보로부터 얻어진다. 측정된 차압으로부터 냉각재 수위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J 

ζ
 

/ 
느
 

n 
p 
L 

-y 
j 

σ
 ι
 g 

ρ
 

L 

ρ
 
’ 권

 
K σ

 르
 

시
 
E 

4= 
1 

μ
 

(2.5.23) 

여기에서 

h 수위 (m) 

ðp( ~ Pl - P2) ’ 압력 측정값(Pa) 

H(~ ι - h2) 저압 및 고압 압력 댐의 높이 차(m) 

Pg ’ 증기 밀도(kg/m3) 

Pt 물 밀도(kg/m3) 

Pc ’ 압력 라인의 물의 밀도(kg/m3) 

이때， 수위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 , U ~η , " (ρ ，-pJUH ，， ~ II(~주~←)ι +(→노」주=므 
\ \ g(PrPg)} , \ (PrP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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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pjg_ H(pc- Pc) 끼 J Ipjg-H(pc-p ) 샤 0.5 
(P t - pg) 2 띠2 + ( (Pf Pg) 2 C 따') (2.5.껑) 

식 (2.5.24)에서 수위의 계측 오차는 압력 측정값의 오차， 압력 댐 간 

높이 측정오차 그리고 물 및 증기의 밀도 계측 오차에 의해 발생된다. 예비 

오차 분석을 위해서 압력 댐 간의 높이 측정오차는 1%로 가정하였으며， 차 

압계 압력 배관의 물의 밀도 계산을 위해 물의 온도는 40 Oc로 가정하였다 

그림 2.5-8은 예비 오차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수위 측정을 위해 차압계의 압력 도관이 계통 내에 삽입 된 경우에는 

감압이 발생되는 사고 모의 시에 계통의 감압에 따라 유체 온도가 포화 온 

도에 도달되어 도관 내에 기포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포 발생은 수위 

계측기의 계측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기포 발생에 따른 오차 증가를 정량적 

으로 고찰하고 기포 생성 방지용 냉각 장치를 개념 설계 하기위해 최적 해 

석 전산 코드인 MARS를 이용하여 압력 도관에 대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 

다. 높이가 1m인 가상적인 탱크가 150 기압의 포화 상태에서 파단에 의한 

냉각수 누출로 감압되는 현상을 모의하였다. 이때， 압력 도관은 ATLAS 실 

험 장치에 사용되는 튜브를 선택하였다. 그림 2.5-9는 계산에 사용된 입력 

노드를 보여준다. 계산에 도입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탱크 

높이 1m 

직경 ’ 0.4 m 

탱크 노드 수 : 507H (각 노드의 높이는 0.02m) 

압력 도관 

직 경 ’ 3/ 8“ STS tube(ID ’ 0.007747m, OD 0.00953m) 

길이 l .5m 

탱크에 삽입된 압력 도관 길이 : 0.2m 

압력 도관 수평부 길이 ’ 0.3m 

압력 도관 기울기 : 4.76。

압력 도관을 통한 전도 열전달 고려 

노드 수 ’ 수직， 수평부 각 3개 

대기 

대기 압력 ’ 1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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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온도 ’ 200 C 

냉각 장치 

형 태 , 압력 도관 수평부에 Coaxial형 태로 설치 

캡 사이즈 ’ 0.005m 

2차측 압력 ’ 1bar 

입구 냉각수 온도 200 C 

유량 ’ 0.1 kg/ s 

그림 2.5-10은 모의 사고가 발생된 후 계통의 압력 및 수위 변화를 보 

여준다. 그림 2.5-11은 압력 도관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 자연 대류에 의 

해 냉각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그림 2.5-11에서와 같이 압력 도관 

내 물의 온도는 열전도에 의해 가열된 압력 도관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해 

계통에 가까워질수록 포화 온도에 근접하게 되고， 멀어지면서 외부 공기에 

의한 자연 대류에 의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압이 발 

생되면 계통에 삽입된 도관에서는 냉각수가 모두 증기로 바뀌고 계통 밖에 

위치한 수평관 2번 노드에서는 약 20%의 기포가 생성됨을 보여준다. 차압 

값을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기포 생성과 도관 내의 물 온도 분포로 인해 오 

차가 발생됨을 보여준다. 

그림 2.5-12는 압력 도관 수평부에 수 냉각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그림 2.5-12에서와 같이 수 냉각 장치를 장착한 경우 계통에 

삽입된 도관에서는 기포가 생성되나 계통 밖에 위치한 수평관 2번 노드에서 

는 기포가 생성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5-12는 이러한 냉각 방식을 

설계에 채택하면 비교적 정확한 차압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TLAS 

실험 장치의 원자로 노심부 및 증기 발생기 U-tube 등에는 차압 도관이 겨1 

통 내로 삽입 설치되어 압력 도관의 수평부 일부가 1차 계통 냉각수에 

되므로 압력 도관에 수 냉각 장치를 섣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낼
 바 차압계에 의한 기포 계수(Void Fraction) 계측 

원자로 용기 및 가압기 등 ATLAS 실험장치의 1차 계통에 설치된 상 

당수의 차압계는 기포 계수를 측정에 사용된다 차압계에서 얻어진 수위를 

기포 계수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h 
α=[-

H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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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h 수위 (m) 

H ’ 저압 및 고압 압력 댐의 높이 차(m) 

이 때， 기포계수의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다 

ι= 내 (꿇 L1H) 2 + ( 람 L1h) 2 (2.5.26) 

식 (2.5.26)에 의해 계산된 기포 계수의 계측 오차는 수위 측정 오차를 

보여주는 그림 2.5-8과 동일하다. 

사 격납용기 계통 파단 유량 계측 

(l) 격납용기 파단 유량 겨1측 개념 

ATLAS 실험장치의 총 파단 유량은 기본적으로 격납 용기에 설치된 

증기 유량계 및 전자저울에 의해 계측된다. 그림 2.5-13은 격납 용기 겨1통에 

설치된 계측기의 배치도를 보여준다. 물/증기 분리기에서 분리된 증기 유량 

은 3개로 구성된 Vortex 유량계에 의해 계측되며 분리된 물은 물/증기 분리 

기 하부에 연결된 전자저울에 의해 유량이 계측된다 전자저울이 설치된 탱 

크는 총 5개로 3-way 또는 4-way 밸브가 설치되어 각 탱크로 유입되는 파 

단 물 유량을 계측용 탱크에 분배한다. 파단부와 불/증기 분리기의 연결 배 

관에 설치된 살수 계통은 주증기관 파단 사고(MSLB)와 같이 파단 부를 통 

해 방출되는 증기의 유량이 Vortex 유량계의 유량 겨1측 범위를 벗어나는 경 

우 일부의 증기를 응축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때， 물로 변환된 증기는 

전자저울에서 계측된다 

ATLAS 실험 장치에서 누적 파단 유량 및 순간 파단 유량은 격납 용 

기에 설치된 이러한 단위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계측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계측 모드 별로 파단 유량의 오차를 추정하고자 했다 표 2.5-2는 격납용기 

계통에 설치된 단위 계측기의 측정 오차를 정리한 것이다. 

(2) 누적 파단 질 량(Integrated Break Flow Rate) 

총 누적 파단 질량은 다음과 같이 증기 누적 파단 유량과 전자저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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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측된 물의 무게 값을 합하여 구한다 

ρ t = t i=N 

M Int，영-mt，엄(t) ~ j H W ' tm(t) dt+ M LC(t) 즈 ξl % sMl Jt+MLc(0 (2.5.27) 

여기에서 

L1t~ t i +1 /2 - t i -[β 

식 (2.5.27)에서 얻어진 누적 파단 질량을 시간에 대해서 순간 미분하면 

순간 파단 질량 유량이 얻어진다. 전자저울은 전자저울에 설치된 여러 개의 

load cell로부터 분산 계측된 무게 값을 지시계Cindicator )에 설치된 

ffilcroprocessor가 연산하여 지시계에 표시한다. 이렇게 디지털 값으로 변환 

된 전자저울의 계측 값을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DAS 또는 DCS로 전송 

하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 처리 과정에서 오차가 유발되어 계측 오차를 증가 

시킨다 따라서 전자저울에서 계측된 값을 DAS 또는 DCS로 전송하기 위해 

서는 지시계에서 디지털 통신 방식에 의해 DAS 및 DCS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5-14는 이러한 전자저울의 신호 흐름도를 

보여준다. 

된다. 

식 (2.5.27)에 의해 계측된 누적 파단 질량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 

따“~ Iy 힐(L1 t αg) 2 + 틀F%씨n ， i UL1) 2 + 얀Mα 

즈 Iy 힐(L1 t U，펴2 + σMα (2.5.28) 

Vortex 유량계의 질량 계측 오차는 Full scale값의 1.16%이며， 전자저 

울의 계측 오차는 표 2.5-2에 정리되었다. 격납 용기 계통이 271 압에서 운전 

되면 3" 및 8"의 Vortex 유량계에서 계측 가능한 질량 유량의 최대 계측 

범위는 각각 0.432 kg/ s , 2.85kg/s이다. 이때 증기 질량 유량의 최대 계측 

오차는 각각 0.005 kg/ s , 0.0331.ιg/s 이 다. 그림 2.5-15는 0.2초의 시 간 간격 으 

로 적분된 증기의 누적 질량 오차를 보여준다. 

(3) 파단 질 량 유 량(Break Flow Rate) 

파단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증기 파단 유량과 전자저울에서 계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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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값의 시간당 변화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ι
 
” 

ι
 

4 

뼈
 그 

ι
 

M 
+ % 

ι
 
” 

쩔
 

+ % 

싫
 

ι
 ω
 

… 
ι
 

(2.5.29) 

이때， 순간 파단 유량의 오차는 다음과 같아진다 

') , 0/ U M rr ,, ') , / 111 U:(t+ L1t) - M u:(t) " " 
Uωbrd ::!::V (uωJ+2( jf), + ( μ 4깅 μ UJj2 

즈 IJ (U씨2 + 2( 않"'Y (2.5.30) 

식 (2.5.30)에 의하면 순간 파단 질량 유량의 오차는 전자저울의 계측 

시간 차 L1t가 크면 감소한다. 그림 2.5-16은 격납용기 계통을 271 압 조건에 

서 운전 할 경우 계측 시간차 L1t에 따른 순간 파단 유량의 오차율 변화를 보 

여준다 ATLAS 실험에서는 사고 시나리오 별로 L1t를 달리하여 파단 질량 

유량율의 계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살수에 의한 증기 파단 유량 계측 

증기 응축을 위해 파단부와 물/증기 분리기를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 설 

치된 살수 계통을 작동시키는 경우 파단 증기 유량은 다음의 식과 같이 계 

산된다 

, dMLC(t) MLC( t+ L1t) - M LC( t) 
Wbreak = Wsftπ dt• WSf!my ~ w씨α十 L1t - u써@ 

(2.5.31) 

이 때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아진다 

? I n/ UMα , , , 1I1LC( t+ L1t) - MLC(t)TT\ ? '/TT \ ? 
U w,,,,, IV (U μ Y+2(표 )'+( μ U씨'+(Uω와2 

즈 IJ (U씨2 +2(쌓) 2 + (U싫2 (2.5.32) 

식 (2.5.32)에서와 같이 오차는 식 (2.5.30)의 순간 파단 질량 유량 계측 

오차에 살수 계통에 통해 주입되는 냉각수의 계측 오차가 더해진다. ATLAS 

- 199 -



실험에서는 살수 계통 작동에 따른 파단 유량 계측 오차의 증가를 최소화하 

기 위해 살수 계통 주입 유량은 정교한 유량 계측이 가능한 Coriolis 유량계 

에 의해 계측된다. 그림 2.5-17은 격납용기 계통을 271 압 조건에서 운전 하 

고 살수 계통을 통하여 차가운 냉각수가 12.1kg/s로 주입될 경우 계측 시간 

차 L1t에 따른 순간 파단 유량의 오차율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2.5-16과 

2.5-17을 비교하면 살수 계통의 작동에 따른 오차 증가는 미미함을 알 수 있 

다. 

아. 입 구 과포화도(Degree of Inlet Subcooling) 

강수부 하단부 또는 노십 입구의 과포화도는 입구에서 측정된 절대압 

력， 증기표， 그리고 온도 계측 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1T T mt - T i“ 
T m/P) - T i’‘ 

(2.5.33) 

이때， 과포화도 측정오차는 다음과 같다 

)파으L = ±U ( 「끈ZE」 ) 2 +( 「핀EL)2 
T，αt- T i“ V ' T，αt- T “‘ T，αt- T 

(2.5.34) 

그림 2.5-18은 식 (2.5.34)에 의해 계산된 입구 온도 과포화도의 예상 

오차를 보여준다 

자 열전도에 의한 구조물 열속(Structure Heat Flux by Conduction) 

계통 벽면에서의 열 손실률은 변면의 내벽과 외벽의 온도 차이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계통의 내벽과 외벽에는 열 손실 및 벽면 저장에너지를 측 

정하기 위해 열전대가 설치되었다. 벽면에서 측정된 온도 정보로부터 열전달 

률은 다음의 열전도 방정식으로 부터 계산된다 

JT _ , L1T 
q ’ k피곳 스~k그1x 

여기에서 

q" ’ 단위 면적당 열 전달률 

k 벽면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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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T ’ 온도차 (K) 

L1x ’ 열전대 측정점 사이의 거리 (m) 

이때 열전달률 오차는 다음 식 (2.5.36)에서 계산된다. 

1 , U. 끼 UjX 끼 UAT 끼 
풍 IV ( ~: )'+( ~A:' )'+( -;,;;; )' 

V ' k λ ðT (2.5.36) 

그림 2.5-19는 식 (2.5.36)에 의해 계산된 실험장치 실험조건에서의 예 

상 계측 오차를 보여준다. 

차 1차계통 배관 유량 계측 

ATLAS 실험장치의 저온관 및 고온관 등 1차 계통 배관에는 단상의 

불 및 증기 유동 그리고 이상 유동 조건에서 유량 계측을 위해 특별히 개발 

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Averagel BDFT(Bi - Directional Flow Tube))가 

설치될 예정이다 BDFT는 국소적 화염속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1976년도에 

처음 고안되었다(Heskestad 외， 1976). BDFT는 그 윈리가 Pitot tube와 동일 

하나 유체의 입사각이 500까지 큰 오차 없이 유량 정보 얻을 수 있고， 또한 

양방향 유동의 계측이 가능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Local BDFT의 측정 개념을 적용하여 ATLAS 실험장 

치 1차 계통 배관에서 유량을 계측하고자 특별히 설계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Average BDFT)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상 및 이상 유동 조건에 대해 보정 실험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코드를 이용한 유동 해석을 수행 

하여 실험 검증 및 설계 변수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 

한 자세한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본 보고서 4장 1절에 기술하였다.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는 ATLAS 실험 장치의 1차 계통 배관인 4개의 

저온관 과 2개의 수평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본 배관에서는 단상의 물 및 증 

기 유동 그리고 이상류 유동이 발생된다 배관 내 기포 계수는 배관 상하부 

에 연결된 차압 값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방식의 기포 계수 계측법은 감 

마선 밀도계에 비해 그 계측 속도가 느리고 오차가 클 수 있으나 비용이 저 

렴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5-20은 1차 계통 배관에서 차압계 

및 Average BDFT를 이용하여 유량을 계측하는 계통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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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마선 감쇠법에 의한 기포계수 측정 

증기발생기 세관의 파단유량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세관 파단계통에서 

의 기포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온고압 및 급격한 천이유 

동 조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감마선 감쇠법에 의한 기 

포율 측정을 수행한다. Cesium-137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금속 재질에 대 

한 투과율이 비교적 우수하고 감마선 투과율은 배관내의 유체의 밀도에 비 

교적 민감하며， 또한 단일 에너지의 감마선이 방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 

한 성질을 이용하여 배관내의 불과 증기의 비율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5-21은 감마선 감쇠법을 이용한 기포계수 측정 장치의 구성 

을 보여준다. 각 계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감마선원 ’ Cs-137, 2Ci, 3Ci, 4Ci, 5Ci, 10 Ci 

검출기 , 섬광처1 (CsI or NaI) + Photodiode 

(유효 크기 ’ 28mmx 28mm) 

Electronic Circuit ’ 다수의 Peak 형 태 의 미 세 전 압을 ADC가 가능한 

연속 전압 출력으로 변환 

DAS & Data Processor 

본 계측에 사용될 감마선원 및 검출기의 용량 및 크기는 감마선 계측 

간격 및 계측 오차， 그리고 운전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본 감마선 계측장비 

에 있어서 계측 간격은 0.5초이며， 오차는 기포율이 0.3 이상인 조건에서 측 

정값의 5% 미만의 오차범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계측 오차의 계산 

시 운전 압력은 7.5 MPa로 가정하였으며， 운전압력이 낮을수록 계측오차는 

감소한다. 

감마선 검출기로부터 측정된 투과 감마선의 세기를 이용하여 기포율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α 」띤뀐강 
ln (Ig/ 1f) 

여기에서， 

Q 기포율 

(2.5.37) 

1 이상유동 조건에서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 (Photons/ 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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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감마선의 세기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 

붙이 가득찬 상태에서 

증기가 가득찬 상태에서 

’ 파단 세관내에 

’ 파단 세관내에 

I f 

I g 

식에 의해 계산된다. 감마선에 의한 기포율 계측 오차는 다음의 

(2.5.38) 
{20 α+α2)} 0.5 

α(μf μg)메깅R동 
Jα 
α 

여기에서， 

’ 파단 세관의 내경 

’ 물의 선형 감마선 감쇠계수 (cm-1
) 

d 

μf 

선형 감마선 감쇠계수 (cm-1
) 

’ 측정 간격 (sec) 

, 감마선이 입사하는 검출기 

이
 「

키
 끼
 

즈
 
。μg 

6 

) 
비
 

유효 면적 (cm2
) 

’ 검출기의 검출 효율 (입사 감마선 대 검출 감마선의 

Ad 

ε 

그림 2.5-22와 2.5-23은 파단 세관의 계통압력이 7.0 MPa와 0.5 MPa인 

조건에서 예상되는 본 감마선 측정 장치의 기포율 계측오차를 보여준다. 그 

림 2.5-22는 Cs137의 activity 및 기포율 값에 대한 기포율 계측오차의 백분 

율을 나타내며， 그림 2.5-23은 2 Ci인 경우 전체 기포율 계측범위에 대한 기 

포율 계측오차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타 7J-~ 닝 。 회 E dTT ←r""거 동돋 

이
 
량
 
산
 

같
 
유
 
계
 

(1) 1차 계통 냉각수 우회률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강수부내 유체의 우회률은 다음과 

저온관에서 강수부로 주입되는 증기 질량 유량， 안전 주입수 주입 질량 

및 강수부에서 격납용기로 방출되는 파단 질량 유량 겨1측 값으로부터 

된다. 

(2.5.39) μ) b ，εαk 
BF~ 

μ)ECC+ μ)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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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BF: 우회률 



μ) b，εak- μ)LC+ μ) stm, breα& 

μ)ECC= μ)ECC， 1 + μ)ECC， 2 

μ)CL - μJstm， CLlA + μ)soo ， CLlB+ μJstm， CI2B 

이 때，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다 

w 
UBF~ "\1 (과암과 Uωιa)2 + (깅같쏠깜 UwæY+(김꿇쏠강 U”Cl)2 

(2.5.40) 

여기에서 

U씨씨= 애 (Uw" l'+ (Uμ. ιιJ2 

Uω= ~"V (Uw=) 2 +(Uωε I )2 

Uωι. ~"V (Uw，，) 2 +(Uww) 2 +(Uι :::L1B) 2 

ATLAS 실험 장치에서 파단유량은 Vortex 유량계에서 계측된 증기 유 

량과 전자저울에서 계측된 물의 양의 변화에 의해 계측된다 안전 주입수는 

Turbine 유량계에 의해 계측되고， 저온관을 통해 주입되는 유체는 Average 

BDFT에 의해 계측된다. 

(2) 강수부 안전 주입수 우회률 

재관수 기간내 강수부로 주입된 안전 주입수의 우회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F~ 
μ)ECC -r μ) cc“d 

μ) b 'i'ε ak 
(2.5.41) 

여기에서 

μ) b，εak- μ)LC+ μ)'1α， b，εαk 

2 

따
 

% + 
따
 

% = 

따
 

% 

μ) cmι μJstm， CLlA + μJstm， CLlB+ μ)'1α ， CI2B μJstm ， break 

이 때， 계측 오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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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士「「 Uul,a )2+ (r괜쏟τ UνJε) 2 + (r;::-괜쏟τ Uw_ )2 
VV ECC I νν c。

UBF =::!:: 

(2.5.42) 

여기에서 

Uwιι 비 (uω，，) 2 + (Uw_;，~Y 

Uwκ= 바 (U，ω=) 2 +(Uwε I )2 

UWoo ..t = 바 (Uwa) 2 + (Uww) 2 + (U，써lE) 2 + ( U”∞ ，，，，，)2 

고온의 과열증기와 저온의 

있다. 응축 열전달 /-. 
T 

응축률(Steam Condensation Rate) 

강수부에서는 

열전달이 발생될 

계산하고자 한다 

응축 

기
 

증
 

。

T
경
 

을
 

는
 
한
 
E흥
 

되
 
의
 

료
 

。
;
。

이H
 nn 

」

주
 
후
 기
 

가
 
접
 즈
。
 

수
 3 

해
 

입
 

지
늬
 
위
 

주
 

] 

전
 
써
 야E
 

안
 
션
 를
 

각
 
도
 

내
。
 처
。
 

하. 

증기량을 

주입 유량 

구한다. 

강수부 

계측하면 응축된 

증기 및 냉각수의 

식으로부터 증기 

주입지점과 파단 저온관 

적용될 수 있다. 

주입된 안전 주입수의 온도 변화량을 

있다. 즉， 제어체적 내에 주입되는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 및 에너지 

이는 강수부 상부의 특정 지점， 강수부 

주입 지점과 노심 하부 플레넘어1 각각 

제어체적대의 질량 및 에너지 

계산 

계측 응축률 이용한 증기 (l) 에너지 방정식을 

도L 
L 및 

응축률을 

r--c 2:二
~~ 

보존 

/-. 
T 할 

도 

응축비 기
 

증
 

같이 다음과 방정식은 

있다. /-. 
T 나타낼 x(= Wstm, candl Wst:κ tatal) 로 

(2.5.43) W /z f XWstmhstα + (Wf+ XW'tm)h t,tal μ) tatalh tatal E tatal 

여기에서 

엔탈피 계산 지점에서의 냉각수 응축 h toml 
’ 증기 

엔탈피 주입노즐에서의 ;;z:.. (')1 /--. 
T "B T 안전 hf ’ 

엔탈피 

친랴 。랴 
t츠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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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끼
 

즈
 
。

주입된 냉각수 

주입된 증기 질량 유량 

주입된 h stm ’ 

μJstm ’ 

μ) f 



식 (2.5.43)을 증기 응축비 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X~ 
깜앤딱긴간j 
%ψι(h，tm - h t'tal) 

(2.5.44) 

이 때，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U“ 2 U.“ 2 U ,. 2 
( ---:':'의~ ) + ( . WI ) + (L "1 L ) 

Wg Wf / \ h total- hf 

Uμ 2 (ι“， - h f)Uι 2 \ 0.5 + ( 초얀 ) + ( M i J %ι ) I (2.5.45) 
h ,tm- h f J ' \ (h t，ω-h씨J( h t， t，서- hf ) J } 

식 (2.5.44) 및 (2.5.45)에서 증기 및 냉각수의 엔탈피 에너지는 측정된 

유체 온도와 압력 측정값을 이용하여 증기표로부터 얻어진다 그림 2.5-24는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여 가정된 유동조건에서 증기 응축률의 비에 따른 예 

상 오차를 보여준다 

(2) 증기 질량 유량 계측에 의한 증기 응축률 계측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시에 주입된 증기의 질량 유량과 파단부 방출 

증기의 질량 유량을 계측하면 증기 응축비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증기의 온 

도 및 질량 유량은 저온관 증기 주입노즐 및 파단부 격납용기 연결 증기배 

관에서 각각 계측된다 계측된 증기 질량 유량으로 증기 응축률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썩
 α 

……= 
M 

””• 
ι
ι
 

--x (2.5.46) 

여기에서， 

μ) "tm. 6rεak 파단 증기 질량 유량 

강수부 주입 증기 질량 유량 μJstm. CL 

이 때 계측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몫 ~ I( ( 싸 αLm b@ U써ιJ2 + ( αm α(펴찮?αstm. brea;;u씨‘g)2)m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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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5는 식 (2.5.47)에 의해 계산된 예상 측정오차를 보여준다 

거 증기 발생 기 세관 파단 유량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가 발생되면 증기 발생기 세관 내 1차 겨1 

통 냉각수가 증기 발생기 2차 측으로 방출된다. 사고초기에는 원자로 1차 겨1 

통과 2차 계통의 압력차가 커서 단상 임계유동이 발생되나 시간이 지나며 

압력 차가 감소하여 물 증기의 이상 유동으로 바뀐다. 이때， 1차 계통에서 2 

차 계통으로 방출되는 파단 유량은 벤튜리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및 감마 

선 밀도계가 설치된 break spoo]에서 계측된다. 그림 2.5-26은 파단 유량 겨1 

측에 사용되는 break spoo] 내의 계측기 배치를 보여 준다 

벤튜리를 이용하여 이상 유동 질량 유속을 계측하는 계측법은 

Frank(l977) 등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어 ATLAS 실험과 유사한 열수력 종 

합 효과 실험 장치의 파단 유량 계측에 사용되어 왔다. Frank는 18-83기압 

의 아르곤 가스/물의 이상 유동 조건에서 본 계측법을 적용하여 이상 유동의 

질량 유속을 성공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상 유동 상태의 벤튜리 유량계에서 발생된 압력 강하 값은 다음의 

식 (2.5.48)에 의해 단위 면적당 질량유속 값으로 변환된다. 

L1P~K:. C2 

α 

P υ 

여기에서 

Kυ , 단상 유동에서 얻어진 유동 상수 

G( ~w/A~Ptjt+P;g) ’ Mass flux(kg/ m2sec) 

이때， 유체의 밀도 Pυ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L 조쓰-'-~느낀즈 
P υ αPg , (1- α)P t 

(2.5.48) 

(2.5.49) 

식 (2.5.49)에서 α는 유로의 평균 기포 계수이고 x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 유동 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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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λ Pgαμg+p.!J- α)μf 

(2.5.50) 

수직 배관에 설치된 벤튜리 미터의 차압 측정값은 기공률에 의해 발생 

된 차압 변화를 보정하여 유동에 의해 발생된 차압 값을 얻고자 다음 식과 

같이 유동 방향에 따라 높이 값을 보정 한다 

L1P~ L1P~α"‘’-ed二FgL1h(pmo’KJmet，εr-P υ)

여기에서 

’ 상향유동 

+ . 하향유동 

L1h ’ 압력 댐간의 거리 

Pmam찌 

(2.5.51) 

상기 식들에서와 같이 유로 내 기포 계수 및 차압 측정 값 그리고 유 

동 건도가 구해지면 이상유동이 발생되는 배관에서의 질량 유속을 알게 된 

다. 그러나 식 (2.5.50)의 유동 건도를 얻기 위해서는 불과 증기의 속도 비를 

알아야 한다. 이는 불과 증기의 속도 중 하나를 계측하거나 속도 비에 관한 

실험 상관식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실험에서는 균질 속도 

가정을 적용하여 불과 증기의 속도비를 1로 두고 질량 유속을 구했다 이러 

한 가정은 고압 고 유동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정이다. 

ATLAS 실험에서는 기존의 균일 속도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계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hexal의 c1rift-flux 상관식을 적용하여 유동 건도 

를 얻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파단 짙량 유량을 얻기 위하여 식 (2.5.48)의 

배관 단면적 A를 도입하여 파단 질량 유량 값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아 

진다. 

V lιL1P 
싸싫~A.G~A스표二 

식 (2.5.52)에서 발생되는 오차는 다음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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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U"k ULI ,<) U{) ,<) U /J P ,<) UK 。
~ ~Ill (-";으 )ι+ ( n ~ι)ι+(←f)ι+ ( T;'") ι 

b，εak - ~ V \ A } '\ 2p υ 2L1P} " Kυ 
(2.5.53) 

식 (2.5.53)에서 이상유체 밀도 오차율 Up 는 다음 식에서 구해진다. 

꺼n 끼 꺼 n 끼 꺼 n 끼 꺼 n 끼 
Uρν ~ IV (피강 Uα)' + (피딛 UY+(긍암 Uρr+(걱암 U씨 (2.5.54) 

~I-g ~I-J 

여기에서 

apυ (1-α)2pcp~α2α2p~p/1- X)2 

8α {(1 α)PtX2 + αp와1_x)2}2 
(2.5.55) 

ap υ 2α(1 α)P cρ 서 (1 α)PfX+ αPc(x- l)) 

ax {(1- α)PtX2 + αpi1-x)2}2 
(2.5.56) 

ap υ α(1 α)2f값2 

apg {(1- α)p tX2 + αpi1-x)2}2 
(2.5.57) 

ap υ α2 (1 α) 야(1- X)2 

apt {(1 -α)p tX2 + αpi1-x)2}2 
(2.5.58) 

식 (2.5.54)에서 질량 건도 오차율 Ux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 

Ux~ I\I (끓 UPY+(옮 띠2+댐 띠2+ (옳 UuY+(짧 띠2 

(2.5.59) 
‘ ~ ," 

식 (2.5.59)에서， 

ax Ptα(1- α)μ요μf / 
apg {Pgαμg+pf1- α)α거 2 

(2.5.60) 

ax -p요α(1- α)μ요μf 

apt {Pgααg+pf1- α)αt}2 
(2.5.61) 

ax Pcρfμ 요αf 

8α {pgααg+pf1- α)αt}2 
(2.5.62) 

ax P，ρμ(1 -α)μf 

aUg {pgααg+pf1- α)α거 2 
(2.5.63) 

ax -P，ρμ(1- α)μ요 

aUt {pgααg+pf1- α)αt}2 
(2.5.64) 

- 209 -



여기에서 각 상의 속도는 drift-flux 상관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μf-

μg 

αPcV (1 -αC，)[꼬 - ] A 1 αC。

(1 α)ι [1 αC， (1 양 )] 
t> f 

Cα(1- α)μ f+ V띤 
l αC。

(2.5.65) 

(2.5.66) 

식 (2.5.65)와 (2.5.66)의 계산을 위해 Chexal의 drift-flux 상관식에 입력 

되는 독립 계측 변수에 대한 계측 오차를 도입하면 각 상의 속도 오차는 다 

음과 같아진다. 

aα f ~~ ，'J ， Jμ f ~~ ，'J ， Jμ f ~~ ，') ， Jα / 。
Uμ，~IV (짧 Up)'+ (휩 U씨+(겸L UY+(짧 Uω) ' (2.5.67) 

Uu, ~ IV (짧띠2 + (짧 Uu/ (2.5.68) 

식 (2.5.67)과 식 (2.5.68)에는 궁극적으로 얻어질 파단 질량 유량%와 그 

겨1측 오차가 내재하게 되고 따라서 측정된 변수 α. ðP.P. T g • Tf를 이용하여 식 

(2.5.748)에서 식 (2.5.68)을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최종 오차가 구 

해진다 

본 보고서의 오차 분석은 사전 오차 분석과정에 해당되어 계산을 단순 

화 하고자 상의 속도를 동일하게 두고 예비 오차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2.5-27은 압력 및 기포율의 오차 범위에 따른 파단 유량의 계측 오차를 보여 

준다. 계산에서 면적 오차율 및 벤튜리 유량계의 교정상수 오차율은 1%로 

가정하였다. 그림 2.5-27에서와 같이 기포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계통 압력이 

높을수록 계측 오차는 감소한다. 이 러 한 예상오차는 Average BDFT와 동일 

한 경향을 보여주나， 유체의 밀도 측정법에 사용되는 계측 방법에 따른 오차 

율에 의해 그 차이가 발생된다. 

3. 실험장치 계통별 계측기 설치 

ATLAS 실험 장치에 설치된 계측기는 사고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도출 

된 계측요건으로부터 설치 요건이 마련되었다. ATLAS 실험 장치에 설비된 

계측기의 설계를 실험 장치의 주요 계통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각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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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계측기는 다음의 규칙에 의해 이름이 명명되었다 

Labellingφ-.fumbering Rule 

(ex: PT-DC-AOlA-C) 

G1 G2 G3 G4 G5 G6 

G1 From Nomenclatures for Instrumentation (표 3.3.1) 

G2 ’ From Component/Sub-component Numbering(표 3.3.2) 

G3 Instrumentation Group Identification Number if Necessary. 

G4 Instrumentation Identification Number 

G5 ’ Sub-identification Number if Necessary 

G6 Tagging for Instrumentation of Contro!/Display( -C/D) 

가 1차 계통 

(l) 원자로 압력 용기 

원자로 노심에 설치된 전열기의 표면 온도는 그림 2.5-28과 같이 열전 

대가 축 방향으로 설치된 2가지 종류의 전열봉에 의해 측정되며， 그림 

2.5-29와 같이 전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노심 내 전열기의 표면 온도 분포 

를 계측하게 된다. 

그림 2.5-30과 2.5-31은 유처1 온도 및 구조물 온도 계측용 열전대의 배 

치를 각각 보여준다. 노심 유체 온도 분포 계측용 열전대는 노심 내에서 5 

그룹으로 나뉘어 축 방향 유처1 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용기 구조물에 

설치된 열전대는 구조물에서 유체 또는 대기로 방출되는 열 전달량 평가에 

사용된다. 강수부에 설치된 유처1 온도 계측용 열전대는 횡 방향과 축 방향으 

로 분포되어 강수부내 유체의 분포계측에 사용된다. 

그림 2.5-32는 차압계 및 정압계 그리고 유량계의 분포를 보여준다 설 

치된 대부분의 차압계는 수위 및 기포 계수 분포의 계측에 사용된다. 강수부 

에서는 횡 방향의 수위 분포를 계측할 수 있도록 강수부 전체의 수위를 겨1 

측하는 차압계가 6 곳의 횡 방향에 설치된다. 설치된 유량계는 강수부에서 

인접 계통으로 발생되는 우회 유량을 계측하게 된다 노심 전열봉에 공급되 

는 전력은 3개의 전력계에 의해 측정된다. 원자로 용기 벽면에 설치되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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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는 spot welding 되거나 foil therrno-couple이 장착된다. 전열봉에 설치 

된 열전대는 전열기 표면에 용접되어 전열기 공급자에 의해 공급된다 원자 

로 용기 내 유처1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열전대는 특별히 제작된 TC 
instrumented guide thimble에 의 해 고정 된 다 

(2) 1차 계통 배관 

1차 계통 배관에 설치된 계측기는 배관 표면 온도， 배관 내 유체의 온 

도， 질량 유량， 수위， 기포 계수 및 압력 분포의 측정에 사용된다 그림 

2.5-33 ~ 2.5-36은 1차 계통 배관에 설치된 계측기의 위치도를 보여준다 유 

처1 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특별히 제작된 구조물에 의해 고정되어 유비 보수 

가 가능하게 설치된다. 

(3) 가압기 

가압기 내 계측기 배치 안은 그림 2.5-37과 2.5-38에 도시 되 었다. 가압 

기에서는 가압기 표면 온도 분포， 가압기 내 냉각재 온도， 수위 및 기포계수 

에 대한 정보가 측정된다. 가압기 서지라인(surge line)에는 차압계가 설치되 

어 유통 발생 시 압력 강하 특성을 겨1측하게 된다 

(4) 증기 발생기 

증기 발생기 1차 측 및 2차 측 계측기 설치안은 그림 2.5-39와 2.5-40 

에 도시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증기 발생기 입출구 플레넘 및 선택된 

U-tube 내에 열전대가 설치되어 냉각수 온도 분포를 계측하게 된다. U-tube 

에 설치된 열전대는 U-tube 1차 측 유로 중앙에 그 센서 부분이 설치된다 

U-tube 표면에 설치된 열전대는 U-tube 외벽에 용접되어 2차 측 열전달량 

평가에 사용된다. 몇개의 선택된 U-tube 1차 측에는 차압계가 설치되어 

U-tube내의 수위 변화를 계측하는데 사용된다. 

나 2차 계통 

그림 2.5-41과 2.5-42는 증기 발생기 2차 측 계측기의 설치 현황을 보 

여준다. 그럼에서와 같이 2차 측에는 구조물 표면 온도 계측 및 유처1 온도 

계측용 열전대가 설치된다. 2차 측 수위는 차압계에 의해 계측되며 동시에 

기포 계수 측정에도 사용된다. 유량계는 재순환시 유량 측정에 사용된다 특 

히，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를 모의하기 위해 증기 발생기 플레넘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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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연결하는 파단 세관 모의용 배관에 이상 유동 질량 유량 계측용 spoo] 

이 장착된다 그림 2.5-43은 증기 발생기에 연결된 2차 계통 계측기의 설치 

도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계측기는 각 계통의 수위 및 경계면에서의 질량/에 

너지 전달량을 계측하는데 사용된다 

다 그 외 계통 

그림 2.5-44 ~ 2.5-49는 안전계통 및 각종 보조 계통의 계측기 설비를 

보여준다. 안전 계통 및 보조 계통에서는 각 계통의 수위 및 계통 간 질량 

및 에너지 전달량이 측정된다. 특히， 격납 용기 계통에서는 원자로 1차 또는 

2차 계통에서 냉각재 누출 사고가 발생될 경우 파단 유량을 계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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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계통별 계측 변수 

게 \\용엿\\에\ 
Instrument Type 

Tota! 
QVILT IPT IDP ITAITFITHI TI ITWIPMI RS I LC IVF1 

1차계통 11 69 11 31 4 256 266 32 114 28 4 826 

2차계통 15 21 18 68 84 206 

보조계통 17 3 40 2 74 3 5 2 146 

안전계통 15 6 28 37 9 1 96 

Tota! 58 99 97 33 4 435 266 32 207 32 4 5 2 1,274 

표 2.5-2 격납 용기 계통에 설치된 단위 계측기의 측정 오차 

Instrumenta tion Measurement Range Uncertainty 
Load Cell 1 1500kg 0.2kg(O .013% of FS) 

Load Cell 2 600kg 
0.08kg(O .013% of 

FS) 
、 0.08kg(O .013% of 

Load Cell 3 600kg 
FS) 

Load Cell 4 600kg 
0.08kg(O .013% of 

FS) 

Load Cell 5 150kg 
0.02kg(O .013% of 

FS) 
v。rtex21(33]171)(EDEPTTCC)I 1 00-1380mc /hr 1. 16% of FS 
Vortex 100-1380mc /hr 1. 16% of FS 
Vortex 3(8")(DP ,TC) 520-91 OOmè /hr 1. 16% of FS 

CoriolisC2") 12.1kg/s 
0.6% of Reading 

to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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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 1 in /ft 
O.3m 

- •-‘0---

3/8" tube 

흙
 기 

기
 용
 

증
 

그림 2.5-1 정압계 설치 개념도 

Drain Demi. Water Injection 

DAS 

1-5 Volt 
DCS 

그림 2.5-2 정압계 신호 획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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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Coriolis 질량유량계 예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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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냉각재 수위 예상 계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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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Water 

Wat.q Flow Wat.rlFlow 

Load Cell 
Full 5cal. 1500kg 600kg 600kg 600kg 150kg 

그림 2.5-13 격납용기 파단 유량 계측용 계측기 배치도 

Digital Output 
14.20 mA 

그림 2.5-14 전자저울 신호 획득 구성도 

- 223 -

DAS 

DC5 



2.0 

Dt=O.2 sec 
--w =114 x FS -w_ - 214 x FS 

w =314 x FS --_ • • , •. w‘ -414 x FS 

1.8 

1.6 

1.4 

( 
s、

1 
@ 

g 1.2 

’ ‘ 를 1.0 

” 응 ~ s 
』

‘-w 

0.8 

500 450 400 

W stm,Integrated/w stm,FuU Sc ale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o 

ConlaÎnment Pressure : 2 bars 
--0- J" Vortex + LC (15Dkg ) 
.. . 0 .. . J" Vortex + LC(60D kg) 
。 J" Vortex + LC ( 15D미kg 

+•- 8" Vortex + LC(15Dkg) 
-)(.- 8" Vortex + LC (60D kg ) 

)1( - 8" Vortex + LC(15DOkg) 

증기 질량 누적 2.5-15 Vortex 유량계에서 계측된 

오차 유량의 

0.60 

0.55 

매
 
얘
 

g 
t 
、

、-、

--

. 

「

--

0.50 

0α.45 

j씌~ 0α0.4때 o 
몽당) 0.3 

웅 0.30 

흥 0.25 

그 0.20 

‘ 
• 

‘
v
갱
 

?v 

생
 

’v 

4얘
 

!
>

X
@ 

‘ 

-

xv 

3 

-끽ν
 
y”
If 

iv 

3。• 

Xu 

4? 

‘ 
‘b
。

+ 

‘ ‘‘‘ 

、‘ 

g
、

‘

0.15 

0.10 

0.05 

10 9 8 7 6 4 5 

ðt(sec) 
3 2 1 

0.00 o 

오차 유량의 순간 파단 질량 

- 224 -

시간차에 따른 2.5-16 계측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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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7 살수 계통 작동시 계측 시간차에 따른 순간 파단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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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8 입구 과포화도 예상 측정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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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 일차계통 2.5-20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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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1 감마선 감죄법을 이용한 기포계수 측정 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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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4 증기 응축률 예상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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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5 질량 계측법에 의한 증기 응축률 예상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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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6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시 파단 질량 유량 계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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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8 노심 가열봉에 설치된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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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9 노심 가열봉 표면 온도 및 유체 온도 계측용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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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0 원자로 용기에 설치된 유체 온도 계측용 열전대 및 

전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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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1 원자로 용기에 설치된 구조불 온도 계측용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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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3 고온관에 설치되는 계측기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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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4 중간관에 설치되는 계측기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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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5 저온관에 설치되는 계측기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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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PT-PZR.Q1-CD 
PT-PZR.Q2-CD 

LT-PZR-08 
PZR 

Spray ,TW-PZR-058-CD 
I TF-PZR.Q7 

I TF-PZR-06 
rnι PZR-04A 

[않llB.죄양’-C 
A 
B-Cσf 

ιCD r π-PZR-05 

-CD 

TW-PZR 

TF-PZR-04A 
TF-PZR-04B-CD 

IW-ezR-OIA 

TW-SUR-Q2A 
TW、SUR-Q28

TF-PZR.Q3 

TF-PZR.Q2 

TW-PZR-02A 
TW-PZR-028-C 

TF-PZR-01A 
TF-PZR.Q1B-C。

• 
。, 
α
 그
 
m , 
α
 。

nι SUR-OIA 

rnιSUR-OI8-C 

TF-SUR-01A 
TF-SUR-01 BCD 

HOT 
LEG2 

2_5- 37 기압기에 설치된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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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39 증기 발생기 l차 계통 수위 측정용 차압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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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40 증기 발생기 l차 계통 열전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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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3 2차 계통 설치 계측기 

- 244 -

‘C드드그 • -

x ’‘ • ’‘ 
* 

‘· 
，、 •• 

‘ 

~ 

-- "‘-‘’ ‘-‘'" ι 
-‘’ • 

R ‘--ι“
띠 ‘”‘<!l : n‘ ......... 
~ -,““ 

@ 

% 

없
 

업
·
여
 “ 



빼 ”‘g 

• 
l ’ Fi' ! t .:. 

@ 

’‘\~ 
α' .... '(11' | ι --’‘* 

’W”*A,l ’‘，，~ 

lW<<T'4I값@와& 
‘”’‘ .. ..... ~ 

@””‘@g’1g· 

~"""" 。，-~
-，~ 

~òJ， 1앓;ι ~-’‘’ --
1 -‘’*앓F‘$鐵 

\..-.--, 

a.\ →-수-QO 

’-• “-,-

br더…깐 
"'" •"-'+-' ’ 

@얘，. 

“ '" -~ 
a., 

? t -, -,‘ 
w‘’ ~， ...... 

그림 2.5-44 1.3번 안전 주입 계통 설치 계측기 

- 245 -









저l 6 절 설계 타당성 평가 

1. 종합거동 분석 평가 

ATLAS 실험장치는 계통의 거동을 모사하는 기능을 갖는 종합실험장 

치이다. 따라서， 국소열수력에 의해 지배되는 단위 분리실험장치와는 다르게 

ATLAS계통의 종합적 열수력거동이 제작설치 목적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사전 평가함은 매우 중요하다. ATLAS실험장치는 설계기준사고， 설계기준초 

과 사고， 사고관리절차의 개선등에 다목적으로 활용을 고려한 실험장치이다. 

ATLAS 실험장치의 사전평가시 이러한 조건에 근접한 열수력 거동을 보이 
」

」 사건사고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코드의 불확실성， 사건사고의 

전개등이 충분히 잘 알려진 것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자， 코드， 모텔등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요소를 사전제거하여야 한다 

ATLAS실험장치의 사고전개 유사성은 실제발전소에서 사건사고기록에 의한 

아니라 해석코드 및 모텔에 의한 발전소 설계데이터를 해석적으로 평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ATLAS 핵심시나리오의 평가는 기존의 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참조발전소인 APRl400과 ATLAS 실험장치의 열수력 거동 

상대평가하여 그 차이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단위해석 모델 적용 

범위의 스케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관의 직경， 유속등 유동조건과 기 

유처1 체적의 차이및 Flow Regime판별등 적용된 모델이 서로 상이할 

이러한 해석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 

하학적 

수 있다. 

였다. 

것이 

가한 

으L 
E프 

해석 코드(MARS) Version통일 

유량비， 온도， 압력등 유동조건 및 초기조건 동일화 

강수부 Flow Channel 및 기 타 노심 유동체널 Option 동일화 

Nodalization 동일 화 

초기조건설정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ATLAS노심출력은 축소노심출력의 약 8%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에 따른 영향은 초기유량 및 천이노심출력이 100%축소비가 아닌 8%로 감 

소에 따라 노심히터의 첨두피복재온도 가열지연현상， 일 이차측간 열전달비 

현상등이 발생한다. 이때， 노심 저출력비 효과는 노심히터의 트립 (Trip) 죽소 

지연으로 노심 총 출력을 보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단， 노심히터의 지연 

사고에 따라 달라진다. 트립은 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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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거동의 평가기준은 다음의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일차계통의 압력， 온도， 유량천이 

강수부 수위 천이 

Loop의 건도율 

Pump 천이 

노심의 피복재온도 

노십 수위 천이 

이차계통의 압력， 온도， 유량천이 

이차계통의 수위 및 건도율 

파단유량 천이 

일차 및 이차계통간 열전달 

경계조건의 동일화는 다음의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SIT 압력， 온도， 유량 

HPSI 압력， 온도， 유량 

Feedwater 압력， 온도， 유량 

격납건물 압력 

설계기준 사고해석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Single Failure Assumption ’ ECCS 

Worst Conditions 

No Charging Flow 

No PZR Spray 

No PZR Heater Power 

MARS 코드를 이용한 DVI Line Break 및 MSLB해석결과를 기준으로 

ATLAS 실험장치의 종합 열수력거동 상세분석은 제 4 장에 자세하게 기술 

되어 있다. 해석결과는， ATLAS 실험장치의 1차계통의 압력， 온도， 수위등의 

열수력 거동과 2차계통의 열수력 거동이 참조 발전소인 APRl400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축소된 실험장치인 ATLAS 

실험장치에서 재현되는 종합열수력 거동 (Integral Thermal-hydraulic 

Behaviors)이 실제 Full Scale인 APRl400에서 발생되는 열수력 종합거동과 

상호 상사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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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효과 분석 

ATLAS 실험장치에서 일차계통 배관과 강수부는 Ishii의 2단계 척도 

법에 해당되는 국소현상 척도법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중 1차 계통 배관은 

그 설계 과정에서 국소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는 본 보고 

서의 2장3절2에 기술되었다. 

본 절에서는 ATLAS 실험장치 강수부설계의 건전성을 입증하고자 강 

수부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국소 현상에 대한 척도해석 및 실험적 검증을 시 

도하였다. ATLAS 실험장치의 강수부는 APR1400과 동일한 환형 강수부 구 

조를 가지게 설계되었다. ATLAS 실험장치의 설계에 적용된 척도 해석 방법 

론은 Ishii의 3단계 척도법으로， 강수부 간극 크기 또한 면적 축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TLAS실험장치의 면적 축소비는 1/144로 척도 

비 에 강수부 간극의 크기 를 결 정 하면 2.14cm이 다. 이 는 APR1400의 강수부 

간극(25cm)에 비해서 대단히 작은 값으로， 실험장치의 강수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의 척도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ATLAS 실험장치의 

강수부 간극은 2.14cm에 서 2.5cm로 증가 되 었 다. 본 문건 에 서 는 ATLAS 

실험장치의 증가된 강수부 간극 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척도 왜곡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유동양식 

일반적으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의 강수부 설계는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유동양식이 원형에서와 동일하게 재현되게 설계되어야 된다 

SBLOCA와 같은 사고 모의에서 원자로 강수부에서 예상되는 유동양식은 기 

포류 및 슬러그 유동이다 일본의 대형 실험장치인 LSTF의 예 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종합 효과 열수력 실험장치의 강수부 간극은 강수부에서 발생될 

캡 버블의 크기보다 크게 설계되었다. 이는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캡 버블의 

크기가 강수부 간극보다 커지게 되면 유동양식이 기포 유동에서 슬러그 유 

동으로 바뀌게 되어 유동양식의 왜곡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수부는 그 기하학적 형상이 annulus 형태를 갖는 유로로 강수부 간극과 

비교하여 횡방향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윈형관에서 발생되는 기포 슬러그 

유동의 특성과 다른 유동양식 천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기포 슬러그 유동으로의 천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이 

원형관에서 이루어겼으며， 강수부 형태의 annulus형 형상을 갖는 유로에서의 

유동 양식 천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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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실험장치의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유동양식을 얻기 위해 강수부 형 

상을 갖는 annulus 유로에서 물 공기를 이용한 실험 연구를 수행 하였다. 

실험장치의 Test section은 그림 2.6-1과 같다. 실험 장치 강수부의 외 

경은 ATLAS실험장치의 외경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실험은 강수부 간극의 

변화에 따른 유동양식 변화를 보기 위해 그럼에서와 같이 유로 내에 강수부 

간극 조절용 내통을 바꾸어가며 실험하게 된다. Test section은 투명한 아크 

렬로 제작되어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기포류의 거동을 관측할 수 있다 실험 

은 171 압에서 수행되며， pool형태의 정처1유동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초기 

강수부는 물로 채워지게 되며， test section하부에는 기포 발생 노즐이 설치 

되어 주입된 공기에 의해 구형 기포를 발생시키게 된다. 실험에서 기포의 평 

균적 거동 및 기포 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 및 자체 개발한 

5-conductance probe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상유동 변수를 계측하였다. 실험 

에서 계측되는 주요 계측 변수 및 계측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입 공기 유량 ’ Coriolis Mass Flow Meter 

평균 기포 계수， 평균 마찰 계수 Differential Transmitter 

국소 이상유동 변수(국소 계면 면적 밀도， 마찰 계수， 기포 속도， 기포 

직 경 ) 5 -conductance probe method 

실험 유동 조건의 도출은 기존의 캡 버블 크기 예측 상관식 및 원형관 

에서 개발된 유동 양식 선도를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였다. 원형관에서 발생 

되는 캡 버블의 최대 크기는 다음의 식 (2.6.1)에 의해 구해진다 

Do it =19.11[ 이야j_P g)]1/2 (2.6.1) 

그림 2.6-2는 식 (2.6.1)에 의해 예측된 캡 버블의 크기를 압력을 변화시 

키며 계산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1기압 조건의 불 공기에서 

발생되는 캡 버블의 최대 크기는 물 증기 유동조건에서 구해지는 캡 버블의 

크기보다 작다. 이는 본 실험이 이루어질 물 공기 유동 조건에서 얻어질 실 

험 결과로부터 고압의 물 증기 유동 조건에서 얻어질 캡 버블의 크기 및 유 

동 양식을 예측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즉， 실험에서 주입되는 공기량의 변 

화에 따라 관측된 유동양식이 기포 유동에 국한되면， 고압의 물 증기 실험에 

서도 기포유동이 관측될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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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tel의 유동양식 선도에 의 하 면 Bubbly to slug Transition Criterion 

을 다음의 식 (2.6.2)로 부터 얻어진다. 

* Ir g(p f-P JC,.)O , 1 /11 
jt=μ/[으듀냥~ ]114=0.457 

Pï 
상기 식 (2.6.2)를 원형과 실험장치에 

다음과 같아진다. 

” , (ι p ,) η 」Et =」EI • ( fiI)U4· (fLEI ) l /2 - (1짝 ) 1/4 ~ 1 (2.6.3) 
밍@ lg@@ (Pf Pg) @ Pf ψ때 (] j!rato 

(2.6.2) 

적용하여 척도해석을 수행하면 

」딸ι = ( 」칸느릿프~ ) 카14 • ( 건쩍'-- ) 1/2 • ( 브test ) 카14 (2.6.4) 
lgp/0@ ( P f - Pg) j 3 fo P f jym %y@ 

식 (2.6.4)를 적용한 실제 계산 결과 압력에 따른 겉보기 속도의 비는 

는 그림 2.6-3에서와 같이 원형의 0.91-0.99가 유지 되어야 된다(물은 포화상 

태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실험장치의 개스 및 물의 온도는 150C 

의 1.171 압을 가정 하 였 음) 즉， bubbly flow에 서 slug flow로 천 이 되 는 flow 

reglme map을 보존하기 위해 개스의 겉보기 속도를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러한 국소 척도 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유동 조건을 구하고 실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실험은 강수부 간극을 조절하며 수행되었다 

강수부에는 물이 채워져 정처1 되어 있으며， 강수부 하부에 공기를 주입 

하며 실험. 이때， 강수부 하부에서 주입되는 공기 유량은 Coriolis유량계 

에 의해 계측되었다. 

강수부 상하부에 차압계가 설치되어 강수부에서의 평균 수위 및 평균 

기포 계수가 계측되었다. 

국소 5-conductance probe는 강수부 하부에서 2/ 3 지점의 높이에 설치 

되었다. 감지부는 유로의 중앙에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은 대기압의 물 공기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때 유로에 생성되는 

기포의 크기는 고기압의 물/증기 조건에서 생성되는 기포의 크기보다 

크다. 

짧
 



그림 2.6-4 및 그림 2.6-5에는 국소 기포 관련 인자 및 평균 기포 관련 

인자의 그림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국소 탐침에서 얻어진 

국소 계면 면적 밀도 및 기포 속도는 강수부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수부 간극 6cm인 경우는 국소 기포 속도가 다른 간극 

보다 낮다. 이는 강수부 간극이 감소하며 swirling 유동이 발생하여 국 
소적으로 기포 속도를 증기 시켰기 때문이다. 

기포율 측정을 위한 차압계와 입구에서 주입된 공기 유량으로 계산된 

평균 이상유동 계수는 그림 2.6-5에서와 같이 강수부 간극이 2cm 보다 

큰 경우 모든 이상유동 변수들의 거동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강수부 간극이 2cm인 경우 기포율 15% 이하에서 타 간극의 결과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즉， 강수부 간극이 2cm인 경우 평균 기포 속도는 

기포 계수가 낮아지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TLAS 실험 장치의 강수부 간극은 이상적인 설계 값인 2.0cm 보다 

크게 설계되어 2.5cm이다. 상기 실험 결과는 이러한 강수부 간극의 크기가 

2.5cm로 증가된 것이 유동 양식 및 기포 거동을 보존하는데 유리함을 보여 

준다. 즉， 대기압의 물 공기 조건에서 형성되는 기포의 크기는 고압의 물 증 

기 유동 조건에서 형성되는 기포의 크기보다 항상 크며， 따라서 ATLAS 실 

험장치의 강수부에서 SBLOCA등에서 형성될 기포 계수 0.4 이하의 유동 조 

건에서 강수부내에 발생되는 기포 거동은 윈형의 기포 거동을 잘 재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기포 경계층 거동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기포 경계층 두께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강수 

부 간극이 무한대인 임의의 제어 체적을 정의하여 기포 경계층 두께를 계산 

하였다. 사용된 모델은 Chung(l987)에 의해 제시된 모델로 수직 및 경사 제 

어 체적에서의 기포 경계층 거동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Chung에 의해 제시 

된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꺼” 꺼" 권깐I 권깐I 요r 
α'Piαg옳 +Vg옳)+(1 떠pjαf òy 十Vf ~i}yT)= ä~ +c/...PrP와Ig (2.6.5) 

옳[pjl 때+웅[pjl 떠V fl r f (2.6.6) 

옮[p쐐+융[p쐐 rg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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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어 체적내에서 정의되는 속도 및 기포 계수 분포 기포 경계층 

두께 옮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 한다. 

u{x , y) = u{치 lor O< .v: δ 
o for y> δ 

(2.6.8) 

α(x， y) = α(씨 for O< .v: δ 
o lor y> δ 

(2.6.9) 

상기 방정식을 제어 체적 내에서 적분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옳[pjl 떠쐐= μ+pρ형 

옳[pjl 떠때~ Pie 

융[p짧예쿠와g 

(2.6.10) 

(2.6.11) 

(2.6.12) 

식 (2.6.10) , (2.6.11) (2.6.12)를 풀면 기포 경계층 두께가 얻어진다 여기 

에서 해를 얻는데 사용된 보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μg αrV∞(1-(하 μ l 、 -....,.'\. (2.6.13) 

여기에서 

n=O 이고， V∞ ~l，많[펼안각..l ]1/4 ， for churn turbulent flow 
Pï 

jε =Eo(l-(하 1/2[ αug+(l 떠씨 1 (2.6.14) 

여기에서 

E o =O.1l6 

j =」王팽 =~ 
g A )zj,{Jg hj,{Jg 

'w-몽 C，[ p뺑g+pjl 때[αg+(l 째 
여기에서 

Cf~ 0.005 

(2.6.15) 

(2.6.16) 

계산에 사용된 초기 조건 및 입력 값은 다음과 같다. 

δ=α=UrUg=O at x=O 

짜
 
생
 



i= 8.0 x 104 watt!m2 

hJ용 = 2201.6 kj!kg 

IJ = 0.05480 N!m 

g=9.8 m!s2 

x=0-5m 

계산은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λ1 강수부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강수부 비등현상시의 기포 경계층 두께를 고찰하기 위해 271 압의 포화수 조 

건에서 계산이 수행되었다. 그림 2.6-6은 열속을 변화 시키며 계산된 기포 

경계층의 두께를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강수부 간극이 무한대인 제어체 

적 내에 형성되는 기포 경계층 두께는 열속의 중가와 함께 증가한다.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열속 조건은 재관수 초기에 7 kWm 2, 재관수 후기에 3 

kWm 2 정도를 유지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경겨1 층 두께는 윈형의 APRl400 

에서는 뚜렷한 경계층이 확보되나， ATLAS 실험장치의 설계인 2.5cm인 경 

우에는 바닥에서 l .5m 이상의 되면 기포가 강수부 간극을 모두 채우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축소된 실험 장치에서 피할 수 없는 왜곡이며， 강수부 간 

극의 증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안전 주입수 직접우회 현상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시 재관수 기간 중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안전주입 

수 우회 현상에 대한 국소 척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안전 주입수 우회 현상은 강수부 하부의 수위 형성 지점에서 파단부로 빠져 

나가는 sweep out현상과 강수부 상부에서 주입된 안전 주입수가 파단부로 

빠져나가는 직접 우회현상으로 나헌다. 

(l) Sweep out현상 

Sweep out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의T 분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off take 상관식을 이용하여 국소 척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Sweep out현상 

은 강수부 하부에서 entramment가 시작되는 수위를 예측하기 위한 

entrament 시작 지점 모델과 수위가 형성된 후 연속되게 빠져나가는 sweep 

out모델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onset of entrainment 지점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의 entrainment모델을 평가하였다(Yun et al, 2000) 

댐]융 lO.5빼까꼼F 
Pj-Pg ν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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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에서와 같이 onset of entrainment에 필요한 저온관 대비 수 

위 비는 체적 척도법에서 잘 보존됨을 알 수 있다 ATLAS실험 장치에서는 

onset of entrainment가 발생되는 수위가 원형 보다 높다. 

저온관 하부에 형성된 수위에 의해 파단부로 우회되는 sweep out에 의 

한 파단 유량을 평가하기 위해 KFK상관식을( Smogile,1987) 이용하여 원형과 

실험장치에서 형성되는 유동 건도를 보존하기 위한 수위 비를 살펴보았다. 

저온관 하부에서 파단부로 방출될 때 만들어지는 유동 건도는 다음 식들에 

의해 예측된다. 

감4앓] 0.5감 빠꿇]2-5 

여기에서 

Fr 객웰L 
g Pg'/ DCL.g 

x=x ~1- h/h，) [l +O.5h/ h b(l-h/ h b)상1+μ')]112 

여기에서 

x l.l5 ” 
o l+(PJp와 lβ 

(2.6.18) 

(2.6.19) 

상기 식에서 식 (2.6.19)의 유동건도가 원형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게 보 

존되 기 위 한 hJDcl을 평 가하여 sweep out현상의 보존 유무를 추정 하고자 하 

였다. 그림 2.6-8은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그럼에서와 같이 높이 및 속도가 

1 ’ 1 인 경우 hδ/Dcl는 원형과 일치하나， 높이가 축소된 ATLAS 실험장치에서 

는 hJDcl} 원형에 비해 근소하게 크다. 이는 ATLAS 실험장치 강수부에서 

의 수위가 이상적인 값보다 낮게 형성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왜곡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안전 주입수 직접 우회 현상 평가 

강수부 상부에 위치한 DVI노즐로부터 주입된 안전주입수가 건전 저온 

관으로부터 유입된 증기유동에 의해 파단부로 방출되는 안전 주입수 직접 

우회 현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안전 주입수 직접 우회 현상은 Cho(2004)에 

의해 제시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Cho는 안전 주입수 우회 현상을 모델링하 

기 위해 다음의 이유체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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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밖핫 모템텀 보존식 

물유동 

L1PD j W十 2 ， lIJi돼V十 2， i,JlW-P 정Dj r댐=0 

기체 유동 

L1PD 2 W-2, i,JlW-P 윌D2 Wi 0 

X밖핫 모벤텀 보존식 

물유동 

L1PD jH-2, IlJillli까 2 ， μllliε=0 

기처1 유동 

L1PD 2H-2, ixllliε=0 
상기 식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식이 유도된다 

(뤘)+(꿇+환)=(P! 빼 

(警)+(꿇 +몫i1: )=0 

(2.6.24) 

(2.6.20) 

(2.6.21) 

(2.6.22) 

(2.6.23) 

(2.6.25) 

상기 식 (2.6.24)와 (2.6.25)에서 x 및 y 방향의 모멘텀 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wall shear stress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Vy-몽 p까HfyV)피 

rM=3 따\Vyu)꾀 

'\jN-몽따빼넓 

rl@=3따Mα4넓 

r콰 p/iy(V g -( 띠1)1꿇 꾀" α=3 p￡(αg 씨꿇 굉 

식 (2.6.26) 식 (2.6.28)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게 된다. 

y 방향 

(2.6.26) 

(2.6.27) 

(2.6.28) 

따째싫댐+(τ듬냉)따꽤(μg 써 2+V~=(p rP g)멍 (2.6.29) 

X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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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까Mr쩔工v'1_(않+농늄α(α￡ 씨 (μg μ시 2+V~=O (2.6.30) 

식 (2.6.29)와 식 (2.6.30)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기법으로 해를 얻으면 그 

림 2.6-9와 같다. 이때， 사용된 벽 및 상 경계면에서의 마찰 계수는 다음과 

같다. 

f".=끄빽 (2.6.31) 
UX Reγ 

f i =O.OO5[l +75(1 α)] (2.6.32) 

그럼에서와 같이 축소된 소형 실험장치가 Ishii 척도법에 의해 설계되 

면 안전주입수 직접 우회비는 원형에 비해서 크다. 그러나， ATLAS의 증가 

된 강수부 간극은 이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라 결론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강수부에서 발생될 국소 현상의 보존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유동양식， sweep out 현상 그리고 안전주입수 직접 우회현상 

에 대한 국소 척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결과 ATLAS실험 장치의 늘어난 

강수부 간극은 유동양식 및 안전주입수 직접 우회비의 척도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Sweet out현상의 왜곡은 불가피 하나 그 왜곡 정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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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mrr이G밍b-20mm) 

그림 2.6-1 강수부 annulus모의용 test sectlOn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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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압력에 따른 캡 버블의 최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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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버블리 슬러그 유동양식 천이 국소 척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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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높이에 따른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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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동일한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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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TLAS 실험장치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 

저11 1 절 사업 추진 경과 및 체계 

1. 사업 추진 경과 및 체계 

가. 사엽 추진 경과 

ATLAS 실험장치의 제작 및 설치의 주요 일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o ATLAS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 주요일정 

2002.04~06: 1/ 1 높이와 1/ 2 높이 장치의 비교 평가 

=• 1/ 2 높이 선정 

2002.07~09’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기본 설계 최적화 

2002.10 ~ 2003.01: 정치 제작/설치 계약 추진 

2003.01.09.: 두산중공엽 (주)과 계 약체 결 (2002.01.09. ~ 

2005.10.08., 총 337H 월) 

2003.01 ~04’ KOPEC(주)과 일진정공(주)이 참여하는 세부 사엽 

수행체계 확립 

2003.03.07.: 사엽 착수회 의 

2003.04.09 ~ 10. ’ IETF장치 구축 제 1차 기술세미나 (남원) 

2003.03.07. ’ 사엽 착수회 의 

2003.06.12 ~ 13.: IETF장치 구축 제2차 기술세미나 (천안) 

2003.06.16. ’ Master Schedule 및 GA 설계 

2003.07.08. ’ 종합실험장치 명칭결정 

· 명 칭 ATLAS (Advanced Thenn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 의미’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사고상태 모의를 위한 선진 열수력 

실험시설 

2003.10.10 ~ 11.’ 제 1차 국제공동 종합효과실험 워크삽 개최 (대전) 

2003.12.09. ’ 노심히터 제작 입찰평가 및 현장 기초관련 지질조사 

실시 

2003.12.29. ’ 현장사무소 설치 및 ATLAS 기공식 거행 

2004.01 ’ P&ID 등 상세설계 핵심작엽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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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7. ’ 제 작시 방서 Addendurn 1 발간 

2004.02.28. ’ Engineering 동 바닥 보강공사 

2004.04.07.: 칠골작엽 착수 

2004.05.11.’ Div. 1&2 기 기 제 작착수회 의 

2004.06.30. ’ 칠골작엽 완료 

2004.09: 배관/기기 설치작얻 착수 

2004.12.31.’ Div.1 제작기기(일부 제외) 및 펌프류(RCP제외) 설치 

o 다음과 같은 정기 회의를 통해 ATLAS 제작/설치 사엽의 원활한 

추진을 꾀함. 

매 6 개 월마다 반기 PRM(Project Review Meeting) 

매월말 SRM(Status Review Meeting): 월간 진도 점검 및 주요 

쟁점사항 해결 

매주 목，금 참여엽체간 기술회의’ 기술적 쟁점사항 해결 

매주 월요일 소내 분야책임자 회의 

매주 관련 계통분야 기술회의 

o ‘품질/성능’ ‘일정’ ‘안전’ ‘ 예산’의 4개 요소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실험장치 및 실험 결과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o 다양한 기술 자문을 통해 최상의 장치 구축을 추구함. 

2003.04’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장치 설계 및 실험계획) 

2003.06: 일본 LSTF팀(기본 설계자료 검토) 

2003.09’ 일본 LSTF팀 (기기 설계/제작 및 계측 방법론) 

2003.10 ’ IET 국제 워크삽(LSTF， PUMA, PKL 팀 참여) 

2003.11: 국내 안전해석전문가 자문(계측기 배치) 

2003.11 ’ 열수력응용연구회 자문 

2004.02’ 운영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본격 

나. 사엽 추진 체계 

，，]-드E 
t. , 

oATLAS 제작/설치 사엽의 주계약자는 두산중공엽(주)이며， 한국전력 

기술(주)와 (주)일진정공이 각각 상세설계 분야와 기기 제작/설치 

분야의 하도급 엽체로 참여하고 있음 (그림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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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엽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소 연구팀도 

그림 3.1-2와 같은 추진 조직 을 구성 하여 운영 하고 있음. 

oATLAS 운영/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은칠)와 ATLAS 구축 및 실험 수행에 

대한 기술사항 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노희천)를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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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 

(거|약엄무 총괄) 

한국전력기술(주) 일진정공(주) 
(상서|절거| 및 시운전 지원) (져|작， 절치 및 시운전 지원) 

그림 3.1-1 ATLAS 사엽추진 체계 

운영 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QA 분야 

기술관리분야 

거|동별 담당자 

그림 3.1-2 ATLAS 사엽추진 한원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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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절 실험 장치 상세 설 계 

1. 유체계통 상세설계 

ATLAS 종합실험장치의 유체계통의 상세설계는 제작시방서를 바탕 

으로 기본설계 및 설계계산서(내부보고서 : ATLAS-FSX-CSY, X，Y는 일련 

번호)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체계통 상세설계는 기계분야와 배관분야로 분리 

되어 아래와 같은 엽무를 수행하였으며 각내용에 대한 기술사양은 대부보고 

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딜수 

(l) 기계분야 

(가) 실험장치 유체계통의 기기류 상세 설계 계산 및 분석 

ATLAS 유체계통은 광범위하고 가혹한 열수력 조건과 동하중에 견 

있도록 설계하기 위하여 각 계통 뿐 만 아니라 기기별 기계적 건전성 

을 확인하는 작엽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각종 기기 · 기자재의 용량 및 기술사양 계산 

기기 구조(강도， 진동， 열팽창， 열충격 해석 포함) 계산 

열 및 질량 평형 (Heat & Mass Balance) , 압력강하 계산 

열손실 계산 등 

(나) 관련 상세설계 도서의 작성 

유체계통의 전반적인 구조 와 배열을 도면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관 

련 제작 및 설치 도면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계통설명서 

P&I Diagram(그림 3.2-1 ~ 15 참조) 

Heat & Mass Balance Diagram 

Equipment Layout Drawing 

Equipment Engineering Drawing 

Detailed Equipment Drawing 

Equipment Installation Drawing(그림 3.2-16~24 참조) 

Steel Structure Drawing 

Equipment/ Component List 등 

기타 각종 계산서 및 설계문서 

(다) 기술시방서 작성 

계통의 기기를 설계 및 시험 요건에 알맞게 제작하기위해 기기， 압 

력용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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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류 

일반 용기류 

전열기류 

팩
 

퍼
 

n 

열교환기류 
E 
τ，-보조기기류 기타 

유체계통에 포함되는 모든 수동적 기구 

부품에 대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였다 본 

중요한 계통인 일차측기7들에 대한 

나타내었고 보다 자세한 기기들에 대한 도면은 

기술될 작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기의 구매에서 검사 및 시험관련 엽무사항， 기기의 

시운전 계획 그리고 최종 설치후 계통성능에 대한 사전 분석연구를 

E 
τ，-열교환기 

유체계통에서 

및 용기， 배관 

보고서에서는 

드르 

작성 기기의 제작 도면 배
 

3.2-25~32 

통하 

능
 
행
 

서
。
 수1
 

기술보고서를 
캠
 

제작도를 

차후 

과 같은 

대표적으로 

에 

여 

및 

하였다. 

기계적 

수행하 

기기제작분야와 동일한 개념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엽무를 

분야 

배관분야의 상세설계엽무는 

유지되어 제작， 설치 

배관 (2) 

건전성이 

였다. 

분석 및 배관 상세 설계 계산 유체계통의 (가) 실험장치 

해석 수력 및 응력 지지구조물의 

배관 Sizing 

압력 평형 계산 

및 배관 

손실 계산 

하중 계산 

팽창 계산 

단위 배관별 

열 

수력 

열 
E 
τ，-유처1 용량 계산 

도서의 작성 (나) 관련 상세 설계 

Piping Material Specification 

Piping Routing Drawing 

Piping Pla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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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Drawing 

Pipe Support Drawing 

Insulation Drawing 

Piping Schedule 등 

Heat and Mass Balance Calculation Drawing 

Pressure Balance Calculation Drawing 

기타 각종 계산서 및 설계문서 

응력， 수력 하중， 열충격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 

Heat loss 계산서 

구조물 및 토건 하중 계산서 등 

(다) 기술 시방서 작성 

Piping류 

Valve류 

Piping Special Items 

Hanger & Supports 

Piping & Component List 

(라) 구매 시방서 작성 

(마) 배관 설치공사 시방서 작성 

(바) 각종 검사 · 시험 계획서 작성 

(사) 각종 성능확인시험 및 시운전 계획서 작성 

2. 기계구조 설계 (GA 포함) 

ATLAS 실험장치가 한원연 종합엔지니어링동내 설치공간에 적절히 배 

치될 수 있도록 GA(General Arrangement)를 포함한 기계구조 설계가 수행 

되었다 

o 기계구조 설계 엽무 

GA 상세설계는 완료되어 연구소내에 ATLAS 실험장치 기기 

설치를 위한 칠골구조불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음. GA에 고려된 

전체 계통설계는 당시 작성된 P&ID를 기초로 검토가 이루어졌음. 

ATLAS 실험장치는 기기설치를 위한 공간으로 지하 10 m, 지상 

- 272 -



15 m(전체 높이 25 m), 바닥넓이는 가로 13.2 m , 폭 8.4 m를 

차지하며 부속 건물로는 DAS(Data Aquisition System) 및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와 제어 공간을 위한 

주제어실로 구성되어 있음. 이 외에 기기 설치를 위한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 기타 부속시설도 상당부분 설치되었음. 

구조 설계에 반영된 하중개념 

· 사하 중’ 구조물의 자중을 포함한 모든 고정 하중으로서 구조부재 

자중， 비구조재의 자중 7' 기하중， 그리고 기기의 운전시 발생 

되는 수펑하중으로 운전시 연직중량의 20%를 재하 

· 활하중’ 임시 적재되는 인원 및 장비 하중으로서 모든 층에 

대 하여 300kg/m2을 재 하 

· 동하중’ 배관파단 모의를 위한 밸브 급작작동으로 발생하는 

수평 방향 하중으로서 EL+6，000과 EL+9，000에 x 축방향으로 

각각 15Ton씩 총 30Ton을 재 하 

A TLAS GA Drawing (그림 3.2-33~44 참조) 

3. 제어/DAS 설계 

제어!DAS 실 설계진행은 다음과 같다. 

DCS Cabinet 구성 

HMI Program Structure 구성 

Control Heading 

Signal Processing Block 

Control processing Block 

Display Control Block 

Data Logging & Control Block 

Measuring Signal In/üut processing 

Density Compensation 

Reference Signal Assign 

Control Logic 

Control Reference Signal Assign 

System protection Logic 

Sequential & Tabl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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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Control 

Startup, Steady-State Control 

Test Transient Control 

Display Window 구성 

Emergency Control Panel 구성 

Loop Power Supply System 

Monitoring & Announcement System 

Power Control 

등의 세부 구성이 진행중에 있다. 

최근에 5-DCS Cabinet 구성에서 10-DCS Cabinet 구성으로 재수정되 

어 각각의 Cabinet Number, DCS Card 재배치， Terminal Block 재배치， 

Loop Power Supply등의 Line 단말의 Terminal Name이 모두 바뀐다. 따라 

서， 재 작성중에 있는 이들 문서는 세부내용 기술은 과도기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하지 않기로 한다 표 3.2-1 DCS Cabinet 구성표 

를 요약한 것이며， 그림 3.2-45는 DCS Cabinet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리고 그림 3.2-46~74에는 ATLAS 실험장치의 제어화면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4. 전력계통 설계 

가 개요 

전원공급 711통(PSS ’ Power Supply System) 은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들이 초기 가열 (Heatup) 과정， 그리고 정상운전 또는 가상사고의 

모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의 공급을 펼요 

로 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각 부하별 세부 소요 Load List는 표 

3.2-2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l) 전열기 류 

모의 노심 전열기’ SCR제어， 3Group 

가압기 내부 전열기’ Proponional Heater, Backup Heater 

열손실 보상용 Tracer Heater 

안전주입탱크(SIT) 내부온도 조절용 전열기 

RWST 내부온도 조절용 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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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설비 계통 (UFS)관련 보조 탱크류의 예열용 전기 히터 

편
 

퍼
 

n 이
 μ 

냉 각재 순환펌 프(MCP) 

주급수펌프 (MFWP) 및 

고압(HPSI) 및 저압(LPSI) 안전주입펌프 

정지냉각계통 순환펌프 

격납용기 살수계통 펌프， 가압기 살수계통 펌프 

응축기 살수계통 펌프 

기기냉각수 공급계통(CWS) 펌프 

응축기 

보조급수펌프(AFWP) 

CCTV및 

HPSI 펌프 

기타 부속설비 계통 (UFS) 관련 Charging펌프， Makeup펌프 

(3) 제어/보호 711통(CPS: Control & Protection System) 관련 

(4) 기타 설비 관련 (제어실 포함) 

기타 Utility ’ 조명시설(각층)， 소방 감지기(전기실)시설， 

Paging 시설(전기실， 현장 딪 기타) 

요건 나. 설계 

Spare VCB Panel 

로부터 실험장치 전원공급장치 6.6 kV VCB Panel까지 전력공급 라인은 기 

설치된 공동구를 이용하여 Cable Traγ내에 6.6 kV FCV Cable를 포설한다. 

수전방식은 당소 주변전실로부터 6.6 kV 3상 3서식 60 Hz 1회선 수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모의 노심 히터 및 동력용 변압기의 설비는 다음과 같다. 

히터용 변압기: 6.6 kV/440 V, 3상 1000 kVA Mold 변압 

전용 6.6 kV Switchgear의 실험장치 주변전실 내의 

口의 

기 3대 

동력용 변압기’ 6.6 kV/440 V, 3상 1500 kVA Mold 

전력계통을 감시하고 제어실에서의 원격제어를 

가 갖추어 져 있으며 , VCB, ACB 등의 감시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회로 조작전원을 위한 직류 전원설비와 

전 전원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 전압 및 계통 접지는 다음과 같다. 

고압 배전계통: 6.6KV 3상3선식 60Hz, 비접지 

저압 배전계통’ 440V， 3상 3선식， 60Hz， 비접지 

제어 계통， 직류 1l0V 비접지， 교류 220V, 1상 2선식， 60Hz (UPS) 

1 대 

계장설비 

통해 

무정 

위한 감시 

제어는 RS485 통신을 

및 

변압기 

제어 

시D
 

노
 

및 

η
 

“ 



각종 전동기 및 기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동기， 직입 기동 및 리액터 기동(1lQl.ιw) 

주요 설비용 전동기’ VVVF Control 

주요 Heater: SCR control 

모의 노심 Heater: SCR control 

고압 배전 설비는 전력의 운전， 조작，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옥내폐 

쇄 자립형으로 채택하였고， 각 계기 및 계전기는 디지털 전자형으로 배전반 

전면에서 감시가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6.6 kV 계통의 차단기는 단락 시 차단능력이 우 

수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내구성이 우수한 진공차단기를 사용하였으며 

변압기용 회로에는 개폐시 발생되는 서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서지 흡수기 

(S.A)를 부가하였고 차단기의 차단용량은 단락 사고 시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선정 하였다. 변압기는 비폭발성으로 화재위험 

이 적고 절연특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쉽고 설치면적이 적은 에폭시 함 

침형 Mold 변압기로 선정하였으며 전동기 및 기타 부하설비 기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였다 

저압 배전반은 저압전동기 및 히터용 주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인출 가능한 옥내 폐쇄 자립형의 저압 인입 기중 차단기 (ACB)를 사용 하였 

으며 차단기 차단용량은 단락 사고 시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저압 반 내에 역율 개선을 위하여 콘덴서를 설치 

하였다. 

리 액터 기동반은 전동기회로에 배선용 차단기 (MCCB) ， 전자 접촉기 

(MC)，제어용 변압기， EOCR 보호계전기 등 제어회로로 구성되었으며 차단기 

는 정상상태의 선로개폐는 물론 이상상태 특히 단락 사고 시 선로를 안전하 

게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였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하를 위해 VVVF를 설치하였다. 

저압 전동기용 조작반은 전동기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하였다. 

히터 제어반은 각 히터 회로에 배선용 차단기 (MCCB) ， 전자 접촉기 

(MC) , 제어용 변압기 및 제어회로로 구성되며， 모선 측에는 전류， 전 

압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히터 조절을 위해 SCR을 설치하였다. 

근본적으로 전력계통의 각 주요 설비들의 감시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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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감시 요소는 중앙 제어실에 설치된 CRT를 통하여 감시 제어되며 제어 

상태 및 주요 측정값들이 DCS 계통에서 측정값들이 감시 될 수 있도록 하 

였다. 

구분 6.6KV 계통 저압 계통 

제어 Main VCB 및 Feeder VCB Main ACB 

상태 VCB ACB 

계측 
전력사용량， 전력 량， TR온도， 

전력，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전압， 전류 

경보 
각 차단기 E 립， TR 온도 인입 ACBE 립및 

상승， 각 계전기 동작 각 계전기 동작 

비상정지 설치 설치 

고압 차단기 (VCB) ， 저압용 차단기 (ACB) ， 배전반 제어전원을 위하여 축 

전지 및 충전기를 설치 하였다. 축전기의 용량은 정전 보상시간 30분을 기준 

으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유지관리의 편리성， 수명이 길고， 방전특성이 우수 

한 연 축전지를 선정하였으며 충전기는 정격 입력 110 V, 단상， 60 HZ로 하 

였다. 

무 정전 전원공급장치에 안정된 AC전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하였 

다. DAS 및 Valve， 감시제어 및 계측 설비 등에 대하여 AC 220V 무 정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하였다. 

기기 및 운전원을 전기적인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기기 및 

배전반 등에는 나 동선 의 접지선을 지하에 매설하여 공동 접지를 하였으며， 

Process용 Computer 등 전자기기의 접지는 별도의 접지 모선을 통하여 접지 

하였다 

계통 접지방식 

6.6KV 고압배전계통 비접지방식 

저압배전 계통 비접지 방식 

교류제어 전원계통 비접지 방식 

직류제어 전원계통 비접지 방식 

ATLAS 실험장치의 전력계통에 대한 단선도가 그림 3.2-75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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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작사양 

(l) 고압 배전반 (MV-1 ~ 6, TR-1 ~ 4) 

0 주공급 전원’ 3상 3 선식 6600V 60 HZ 

O 구조’ 옥내 폐쇄자립형 

0 외 함 크기 (Channel Base 포함) 

Panel명 폭(W)mm 깊이(D)mm 

MV-1,2 800 2000 

MV-3,4 800 2000 

MV-5,6 800 2000 

TR - 1 2050 2000 

TR - 2 2050 2000 

TR - 3 2050 2000 

TR - 4 2400 2000 

o 외함 재질’ 냉간 압연강재 (단위’ mm) 

Door 

높이 (H)mm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구 

Itrj 옆면 칸막이 천정 밑면 
전면 후면 

두께 3.2 3.2 2.3 1.6 2.3 2.3 

o 외함 도장’ 정전분체도장， Munsell No.: 5Y 7/1 , 도장두께’ 40,um 이상 

0 인출， 케이블 상부 인입， 상부 인출 

0 주회로 개폐기 

드。죠 7 EEr! V.C.B (Main) V.C.B (Feeder) 

정 격 전 압(KV) 7.2 7.2 

정 격 전 류(A) 1250A 630A 

정격단시간차단전류 25 1ιA 25 1ιA 
二二L 수(P) 3 3 -, 

←50ζ 작 방 남1:l DC 1l0V DC 1l0V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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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ransfonner(몰드) : 

정격 1차 전압(KV) 6.6KV 6.6KV 

정격 2차 전압(V) 440V 440V 

정격 주파수 60 Hz 60 Hz 

二二L 성 감극성 감극성 , 
상 -/X「「 3θ 3W 3θ 3W 

정격용량 (KVA) 1000 1500 

변압기 결선 방식 6 - 6 6 - 6 

절연종별 B 종 / F 종 B 종 / F 종 

온도상승 80 oC / 100 oC 80 oC / 100 oC 

랩 전압 (l차) / KV 6.9 - 6.6 - 6.3 - 6.0 - 5.7 

←~、 으DL 68 dBA 70 dBA 

효 율 98.7 % 99 % 

% 임피던〈 5.0 % 5.7 % 

상용주파절연내력 (KV) 20 20 

충격 시험 전압 (KV) 40 40 

기 타 고저압 흔촉 방지판 설치 

o 계기용 PT & CT 

계기용 접지 변압기 (GPT) 계기용 변류기 (CT) 

정격 1차전압(V) 6600/ R3 정격 1차전류(A) 도면 참조 

정격 2차전압(V) 1l0/ R3 정격2차전류(A) 5A 

정격 3차전압(V) 190/ 3 정격차단전류(KA) 25 

형 식 MOLD 과전류 정수 N > lO 

정격 부담(VA) 200/ 500 정격 부담(VA) 40VA 

오차 계급(급) 1.0/ 3.0 오차 계급(급) 1.0 

o 영상 변류기 (Z.C.T) 

흔。닙 식 Mold 

영상 전류비 200/ 1.5mA 

기 타 Cable 관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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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지 흡수기 (S.A) ’ 

정격 전압: 7.2KV 
정격방전전류’ 5 KA 

o 디 지 털 전 력 보호감시 장치 (GIPAM-1l5S) 
계측기능: V, A , KW, PF, VAR, KW-H, VAR-H, F , VO 
보호기 능’ OCR, OCGR, OVR, UVR, OVGR, SGR 
형 식’ DIGITAL 
입력전압: AC 1l0V 
입력전류’ 5A 
오차계급’ :t 0.5 - 2.5% 
취부방식， 매입 

조작전압’ DC 1l0V 
0 주모선(CU) ’ 전체 은도금 

종 류， 도전율 98% 이상 

드죠 프로 
。 11

규 격 (mm) 

Bus Bar (Main) 

lOt x 50 

Bus Bar (Feeder) 

6t x 40 

상표시 ’ PVC 칼라 수축튜브로 상표시 
- 새 상 

I 
R 상 

흑 

S 상 

적 

T 상 

청 

o 접지 모선’ CU 6t x 50mm 

N 상 

B~ 
• 1 

o Space Heater: AC 220V 150W With Thermostat 

(2) 저압 배전반 (LV-l ~ 5) 

o 사용 전원’ 3상 3선식 440 V 60 Hz 
o 구 조， 옥내 폐쇄자립형 
o 외 함 

크기 

Panel명 

LV-l 

LV-2 

LV-3 

LV-4 

LV-5 

폭 (W)mm 

1000 

1000 

1000 

900 

800 

깊이 (D)mm 

2000 

2000 

2000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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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H)mm 

2350(Channel Base 포함) 

2350(Channel Base 포함) 

2350(Channel Base 포함) 

2350(Channel Base 포함) 

2350(Channel Base 포함) 



재 질’ 냉간 압연강재 (단위’ mm) 

구 Door 
칸막이 천정 

Itrj 전면 후면 
옆면 

두께 3.2 3.2 2.3 1.6 2.3 

도장’ 정전분체도장， Munsell No ’ 5Y 7/1 
인출， 케이블 상부 인입 상부 인출 

밑면 

2.3 

o 차단기 및 개폐기류 

o 배 

드。죠 7 ET프 ACB ACB 

형 식 인출형 인출형 

정격전압(V) 600V 600V 

정격전류(A) 2500A 1600A 

상 수(P) 3P 3P 

제어방법 Local, Remote 、
2ζX「 H。l 남1:l 

제어전원 DC 1l0V 

기 타 

~T' 도면참조 

전류’ 도면참조 

차단전류’ (Sym. AC 460V) 

Pole Frame(AF) 

2P 50 
3P 100 
3P 225 
3P 400 

3P 600 
3P 800 

Type 

ABS 
ABH 
ABH 
ABH 

ABS 
ABS 

전동식 

DC 1l0V 

정격차단용량(KA) 

1O(조작용) 

35 
35 
50 

50 
50 

o 계기용 PT & CT 

계기용 변압기 (PT) 계기용 변류기 (CT) 

정격 1차전압(V) 440V 정격 1차전류(A) 도면 참조 

정격2차전압(V) 1l0V 정격2차전류(A) 5A 

정격 부담(VA) 50VA 정격 부담(VA) 40VA 

오차 계급(급) 1.0 오차 계급(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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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표시등 (LED) 

정 격 전 압’ AC 220V, DC 1l0V 

색상， 투입，적， 차단，녹， 전원，백 , 고장，황 

o 지락 계전기 (GFR) 및 영상 변류기 (ZCT) 

GFR ZCT 

흔。닙 식 집합형 정 격 전 압 (V) 

회로수 10회로 영상l차전류(mA) 

취부방식 매입형 영상2차전압(mV) 

기 타 기 타 

o 디지털집중표시장치 (GIMAC-215N) 

600 

200 

100 

계측기능’ V, A , KW, PF, VAR, KW-H, VAR-H, F 

형 식: DIGITAL 

입력전압’ AC 48 ~ 576V 

입력전류’ 5A 

오차계급:t 0.5 ~ 2.0% 

취부방식， 매입 

조작전압: DC 1l0V 

o SCR UNIT: 

Firing mode 
“ Phase 

Supply voltage 

Rated current 

Load tupe 

AUTO Mode 

MENU Mode 

Control range 

Control supply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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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Angle Type 

Three Phase 

j AC 440V :t 10 % 

1200A 

All herater load 

(:t )r20mA 

(:t ) 0-5V 

0- 100 % 

AC 220V :t 10 % 



o 주모선(CU): 전체 은도금 

류
 

종
 

드。죠 7 ETEE Bar Rod Pipe 

8tx2x90mm (2500A) 
Main 

8tx2x50mm (l600A) 

6tx40 (600A) 
Feeder 

8Tx25 (400A) 

사↑ λL 
• 1 。

흑 적 

T 상 

청 샘
 -
백
 

R 상 S 상 

절 연 및 상표시 : PVC Color 튜브 

0 접지 모선 CU 6t x 50mm 

o Space Heater ’ AC 220V 150W With Thermostat 

0 명 판 

재질’ 흑색 라미네이트 

문자， 백색 

크기 ’ 대 명 판(3tx315x65mm) ， Feeder(1.5tx75x30mm) 

0 이면배선 

류
 

종
 
구분 PT CT AC DC 접지선 

규격 (sq) 2.0 3.5 2.0 2.0 5.5 

사←1↑ λ 。L 적 흑 황 청 조←ζ1 

사용전선’ 600V, KIV 연선 

배선방법’ PVC DUCT 배선 

(3) Active Power Filter(능동전력펼터， APF-Ol, 02, 03) 

(가) 구성 및 기능 

능동전력펼터 (Active Power Filter)는 부하(노심 히터)에 대한 고조파 

전류 성분을 연속으로 분석하여 그와 정반대로 전류 성분을 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하는 신호성분만을 부하에 공급한다. 또한 본 장치는 IGBT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고조파 발생 부하와 병렬로 연결되어 설치하며 

계통의 임피딘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능동전력펼터는 각 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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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차를 보상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입력 역률을 보상하는 기능 

을 갖추고 있으며， 2 고조파에서부터 50 고조파에 이르는 모든 고조파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2 고조파에서부터 50 고조 

파 중에서 6 개 이상의 특정 고조파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제거 할 수 있 

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능동전력펼터는 부하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량과는 관 

계없이 본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전류를 본 장치 

의 정격전류 용량까지 보상하며 이때 정격출력전류를 본 장치 전면 표시창 

에 표시된다 본 장치는 각종 고조파성분을 실시간으로 제어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응답특성 (40 msec 이하)을 갖추고 있다 본 장치의 기동 및 정지는 전 

면 표시창에 있는 푸시버튼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전후 복전시 주전원이 차 

단 된 후 전원이 재투입 될 때 투입 지연 및 투입 망각에 따른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재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별도의 고조파 

측정 장비 없이 고조파를 제거후 계통 고조파 상태를 그래프 혹은 텍스트로 

판넬 전변에 Monitoring 할 수 있어야 하며， 계통의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자 

가 수시로 조작 및 설정이 간단하다 

(나) 기술 사양 

0 모델 및 제작사’ MaxSine V5.0, Nokian Capacitors 

o 입력 

상수’ 3상 3선식 

정격 전압: AC 440V 

정격주파수: 60Hz 

전압변동범위: 440V +6% , -14% 

o 출력 

정격 보상용량’ 200A 

고조파전류보상’ 2차~50차중 6개 차수 이상의 특정고조파 선택제 

거 가능 

고조파 전류 왜형율: IEEE 519 기준 5%이하(ITHD) 

역률보상: 95% 이상(정격용량시) 

자동역률 보상 기능 포함 

응답속도’ 40 ms 이 하 

(4) 전열기/전동기 배전반(MCC) 

0 정 격 전압 및 상수 ’ 600V, 3상 

0 주파수: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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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C 기기의 연속운전을 위한 정격전압 범위 ’ DC 1l0V~1O% 공칭 

DC 1l0V 

o AC 기기의 연속운전을 위한 정격전압 범위 ’ 220V ~1O% 

0 배선용 차단기 (MCCB) 

정격 전압， 공칭 440V, 정격 600V 

정격 전류， 설계 도면 참조 

0 모 선 

정격 전압 600V 

정격 전류 설계도면 참고 

정격 차단전류 설계도면 참고 

o 변 류 기 

오차 계급， 계기용 ANSI C 37.20 참조， 계전기용 C 급 

o VVVF 제어기 

제어입력 ’ r20mA전류신호 

효율 ’ 93% 이상 

출력제어범위 C100% 

INDICATOR : A , V. W 

외부출력 ’ 4 - 20mA전류선호(전력) 

(5) 자동 전압 조정기 

0 일반 사항 

냉각 방식’ 자연 공냉식 및 풍냉식 

사용정식 ’ 100% 연속사용 

제 어 소자 및 구성 : TRIAC, P.T 

O 입력 전압 

상수: 3상 3선식 

정격 전압’ 220V AC 

전압변동범위’ 정격의 士 15 % 
정격주파수’ 60HZ 

o 출력전압 

상수: 3상 3선식 

정격 전압:AC 

전압 안정도’ 士2% 이내 

과전압 변동’ 士5% 이내 

과도전압 응답속도’ 48 ms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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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전압 가변 범위’ 士3% 이내 

파형 왜율’ 3% 이하 

과부하 내 량 ’ 120% 10분간 

역율: 0.8 LAG 

O 소음: 65dB 이하 

o 효율: 90% 이상(정격 입，출력에서 정격 부하시) 

(6) 무정전 전원계통 

0 일반 사항 

냉각 방식’ 강제풍냉식 

정류기 제어방식’ FULL BRIDGE 위상제어 

인버터제어방식， 고주파 PWM제어방식 (20KHz) 

변압기 절연 계급:H종 

0 입력 전압 

상 수’ 3상 3선식 

입력교류 전압’ 220V AC 
전압변동범위’ +10 % 

역률’ 0.8 LAG 이상 

0 출력전압 

상수’ 1상 2선식 

전 압: AC 
정격 주파수: 50/ 60 Hz +0.5% 

전압 안정도 +2% 이내 

과전압 변동’ ~5% 이내 

과도전압 응답속도 ’ 50ms 이대 (~2% 이내로 복귀시) 

출력전압 가변’ ~5% 이상 

파형 왜율: THD 3%이내 

0 동기절체시간. ms 이내 

o 축전지 

축전기 종류’ 무보수 밀폐형 무누액 연축전지 (ES) 

축전지 용량’ 설계자 계산 제시 

정전보상시간’ 30 분 

설치방법， 별도의 칠제 축전지함에 내장 

o 무정전 전원 배전반 

전원: 220V, 60HZ, 1상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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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전압 범위’ 220 +2% 

모선 정격’ 단락 전류’ 1ιA， 주모선， 연속 ’ 400 Amp 

배선용 차단기 (MCCB) 

프레임 크기: 30AF이상 

차단 정격: kA이상 

차단기 형식: 3P, MCCB, 열동 전자식 

단자함의 예 비 율’ 20% 

케이블 인입’ 하 부 

차단기 예비율’ 20% 

(7) 충전기 

0 일반사항 

정격’연속 

제어방식’ SCR을 이용한 자동 정전압， 정전류방식 (SID DROPPER 

기능있슴) 

냉각방식， 자냉식 

0 입력전압 

상수，삼상 

정격 전압: AC 3상 440V 

전압허용범위， 정격의 ~1O% 

주파수’ 60Hz ~O.5% 

o 출력전압 

전압’ DC 1l0V (부하전압) 

전압압정도: AC 3상 440V 

정격 전류， 정격의 +10% 

효율: 85% 이상 

축전지 충전전압’ 부동’ 105 - 130 V, 균등 ’ 120 -142 V 

O 동작특성 

충전’ 전자동 충전방식으로 운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전류 보호회로， 출력전류가 정격전류의 120%이내에서 전류 제한 

회로가 동작하여 정전류 제한의 수하특성이 되어야 한다. 

온도상승， 본 기기는 정격부하로 8시간 연속 가동시 반도체는 90 
℃ 이하이고 주변압기는 H종 절연을 사용 140 oc 이하이며 기타 
열저항은 150 Oc 이하이어야 한다 
절연저항’ 함체와 입력， 출력 단자간， 입력단자와 출력 단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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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5(M) 이상이어야 한다. 

절연대압’ 함체와 입력， 출력 단자간에 AC 1.5 kV(lOmA)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o 구 조 3상 전파정류 회로의 정류소자 및 기타 펼요한 부속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입출력 회로차단기는 MCCB 표준형으로 제작하고 

규격 및 수량은 도면을 참조 한다. 

o 외 함’ 재질은 1.6mm 이상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2종 (KSD 3503 

SB4)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함은 큐비클로 제작 하여야 한다 또한 

축전지 ESG 12V 200AH x 9 CELL을 내장할 수 있어야 한다. 

o 외함 및 단자대 

외 함: IEC Type IP 31 

케이블 인입， 하부 

단 자 대’ 20% 예비단자 확보 

o 직류 배전반 

전 원’ 110V, 2선， 비접지 

운전 전압 범위 110+10% 

모선 정격， 단락 전류 10 )，ιA ， 주모선， 연속 100 Amp 

배션용 차단기 (MCCB) 

. 프레임 크기 50AF이상 

. 차단 정격 10 kA이상 

. 차단기 형식 2P, MCCB, 볼트형， 열동전자식 

. 보조 접 접 2 NO 및 2NC 

. 벨경보 스위치 1 NO 및 1NC 

단자함의 예 비 율’ 20% 

외함 형식: IP 31 

접지 케이블러그 60 mm2 

케이블 인입， 하부 

차단기 예비율’ 20% 

5. 계측계통 설계 

가 계측기기 설치 요건 

ATLAS 실험장치에 적용되는 계측기기는 그 계측 오차를 최소화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측기기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염격한 설치요건을 요구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ATLAS 실험장치에 설치될 계측기기의 일반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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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요건을 다루고자 한다. 

(l) 열전대 

ATLAS 실험장치에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75%는 온도를 계측하는 열 

전대이다. 공급되는 열전대는 모두 생산자에 의해 교정이 완료된 것으로 실 

험장치에 설치되기 전이나 설치된 후에 특별한 교정을 요하지는 않는다. 사 

용되는 열전대인 k-type 열전대의 감지부는 알루멜과 크로멜의 접합점인 

hot junction에 해당되며， 이는 열전대 피복재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피복재로 

보호 받고 있다. 이러한 감지부의 위치는 설치하고자 하는 계통 및 배관의 

직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경이 큰 계통이나 배관의 중심에 감지 

부가 설치되는 경우 열전대가 삽입되는 길이가 길어지고， 이로 인해 열전대 

의 파손이 초래되거나， 진동 또는 유체의 모벤텀에 의해 구부러짐이 발생될 

수 있다. 표 3.2-3에는 ATLAS장치에 설치되는 유체 온도 계측용 열전대의 

직경 및 감지부의 위치가 정리되었다. 

벽면 온도용 열전대는 원자로 노십 모의부의 전열기， U-tube 그리고 기 

기 계통의 내 외면에 설치된다. 이러한 노심 전열부에 설치되는 열전대를 제 

외한 모든 열전대는 고정하고자 하는 표면에 은납으로 용접되어 고정된다. 

표 3.2-4에는 벽면에 고정되는 열전대의 직경 및 설치 위치가 정리되었다. 

(2) 압력/차압계 계측용 홀 가공 요건 

압력계와 차압계는 압력 및 차압 연결 도관을 통해서 압력을 감지하 

게 된다. 계통 또는 배관에 설치되는 압력 홀은 유체의 흐름이 있는 경우 압 

력 홀에서 유체에 의한 산란이 생겨 측정값의 심각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 

다. 그러나 수위를 계측하는 경우 유체의 흐름에 의한 동압의 발생을 무시 

할 수 있어 이러한 압력 홀의 제작성은 완화될 수 있다. 그림 3.2-76은 유체 

의 흐름이 있는 경우 압력 홀의 제작 개념도를 도시한 그림이다. 표 3.2-5에 

는 압력 홀 제작시의 기준이 정리되었다. 배관에 압력 흘이 설치되는 경우 

유체가 기체이거나 액처1 일 때 그 설치 위치가 다르다 액체인 경우 압력도관 

에 유체를 채우기 위해 배관 하부에 설치된다. 그러나 최하부의 바닥에 설치 

될 경우 무거운 오엄물이 유입될 수 있어 바닥기준으로 45도 좌우 측 방향 

내에 압력 탬 홀을 위치시킨다. 증기를 계측하는 경우 배관 상부에 압력 흘 

이 위치한다. 그림 3.2-77은 유체에 따른 배관 내 압력 댐의 설치 위치를 보 

여준다. 

(3) 유량계/온도계/압력 계 설치 요건 

유량계는 각 유량계의 설치요건에 명시된 설치 요건을 준수한다. 통상 

널리 사용되는 터빈 유량계. 볼텍스 유량계， 차압식 유량계 등은 유량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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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 유체의 속도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량계의 설치요 

건은 각 유량계 회사가 정한 설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설치요건의 명시가 불명확한 경우 ISO에 명시된 설치 요건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량계는 질량유량 계측이 궁극적 목표로 모든 체적 유량계는 

온도， 압력을 동시에 계측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림 3.2-78에는 ISO에서 추 

천하는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의 설치 시에 요구되는 설치 순서 및 배관 상 

류 조건에 따른 유량계의 전단 거리를 도시하였다 

그림 3.2-78에 명시된 전단 거리의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유량계 전단 

에 flow conditioner(f!ow straightner)를 설치한다 이에 대한 설치 요건은 

각 유량계 회사의 설치요건을 준수한다. 

터빈 유량계는 그 구조가 오염물질에 취약한 베어링이 설치되는 구조 

를 갖는다. 이때， 오염물질에 의한 베어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터빈 유 

량계 상류에는 필수적으로 flow strainer라 불리는 펼터가 설치되어야 된다 

설치되는 펼터의 압력 강하는 배관 유량 해석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된다. 

질량 유량계인 Coriolis 유량계는 설치 시에 특별한 전 후단 거리를 요 

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동이 발생되는 Coriolis 유량계의 특성 

상 진동이 발생되는 몸체에는 어떠한 지지대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압력계/차압계의 압력도관은 겨1측하고자 하는 계통의 유동 조건에 따 

라 그 설치 요건이 다르다. 그림 3.2-79는 압력도관에서 계통의 감압에 따라 

기포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 장치를 설치한 개념도이다. 이때， 

압력 도관에 설치되는 냉각장치의 개념은 그림 3.2-80과 같다. 이러한 냉각 

개념은 원자로 환형 강수부나 증기발생기 강수부처럼 압력도관이 1차 계통 

유로를 통과하여 계통 내부의 압력을 계측하는 경우에 채택된다. 그림 

3.2-81은 계통이 항시 증기에 노출되는 경우 설치되는 증기 응축 용기의 설 

치 개념도를 보여준다. 

나 계측기기 설치 설계안 

ATLAS 실험장치는 체적 척도비가 1/288인 소형의 실험장치로 협소한 

실험장치 내부 공간으로 인해 계측기기 설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 

려운 설치 요건에서 각종 계측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측기기의 설치를 

위한 특수한 설치법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이렇게 설치에 어려움이 있거 

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한 계측기기의 상세 설치 개념도 및 장착도를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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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는 환형 강수부가 존재하여 원자로 노심 및 노십 상부에서 

의 압력을 계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3.2-82는 원자로 용기 강수부 

상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압력도관의 설치안을 도시하였다 총 4개의 설계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방법 4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림 3.2-83은 원 

자로 용기 하부의 노심부에 설치되는 압력도관 설치안이다. 

이러한 이중 관통관은 증기 발생기 환형 강수부가 채택된 증기 발생기 

상부의 U-tube압력도관에도 존재한다 그림 3.2-84에는 증기 발생기 세관에 

설치되는 압력도관의 설치를 위한 설계안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설계안중 방 

법 3의 설치 개념이 채택되었다. 

원자로 하부 플렌지와 같이 두꺼운 구조물이 있는 계통에 설치된 압력 

도관은 계통 내 압력이 감압되는 조건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에서 압력도관 

으로의 열전달이 발생된다. 이러한 열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꺼운 구조물 

로 이루어진 1차 계통 구조물에 설치되는 압력도관은 그림 3.2-85 및 86의 

예와 같이 관통형 피팅을 사용하여 압력도관을 구조물 내에 삽입하여 설치 

한다. 

계통에 내의 유처1 온도를 계측하기 위해 설치되는 1/ 16“ 열전대는 보호 

관을 통해 삽입된다. 보호관은 고속의 유동장에서 열전대를 보호하고， 추후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림 3.2-87은 유체 온도 겨1측용 

열전대의 설치안을 보여준다. 원자로 용기 상부의 upper head에 설치되는 열 

전대는 용기 상부 플렌지를 통해 인출된다. 이러한 열전대는 그림 3.2-88에 

서와 같이 지지대를 통해 고정된다. 

계통 내 벽면 온도를 계측하기 위해 설치되는 열전대는 내 벽면에 은 

납맴 방식에 의해 부착된다 그러나， 적은 직경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은 

납 작엽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림 3.2-89는 이러한 협소한 

공간에 설치되는 벽면 온도 계측용 열전대를 부착하는 개념 안이다. 이중 방 

법 4가 채택되었다. 

그림 3.2-90~93은 1차 계통내에 설치된 열전대의 인출 경로 후보를 도 

시하였다. ATLAS 실험장치 1차 계통에 설치되는 열전대는 제시된 인출 경 

로로 Connax fitting에 의해 밀봉된다. 

다. 상세 설계안 

그림 3.2-94~96은 각기 원자로 일차계통에 해당되는 가압기， 원자로 

용기 및 증기 발생기의 제작도면이다. 이러한 센서의 설치안은 앞에서 제시 

된 여러 가지 설치안 중 제작성/작엽성/유지 보수의 간편성 그리고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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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DCS Cabinet 구성 표(1/2) 

캐비닛 
MAIN 1/0 

TB TC AI AO DI DO Serial Node No 
CHASSIS CHASSIS 

Cabinet 1 30 16 14 

Cabinet 2 2 27 16 6 5 

Cabinet 3 2 20 8 7 5 

Cabinet 4 2 13 8 5 

Cabinet 5 32 21 11 

Cabinet 6 2 32 21 11 

Cabinet 7 2 32 21 11 
2 

Cabinet 8 2 24 16 8 

Cabinet 9 16 10 6 

Cabinel 10 12 6 6 

]외 4 셔버위치 

합 겨| 2 16 238 125 62 16 22 13 

•• 3.2-1 DCS Cab 구성표(2/2) 

항 목 ~ 모율 모율당 고。그H 

‘ 
) A「Pdt 채닐수 채닐수 

T/C 125 8 1000 
Analog Input 

전압l전류압력 62 8 496 

Analog Output 16 8 128 

Inpul 22 16 352 
Digital 

Oulpul 13 16 208 

Serial 4 8 32 

합 겨| 23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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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각 부하별 세부 Load List(l/ 2) 

LOAD LIST 
공사영 AT LAS 풍저입반 져|작/설치 。(χ 60 ATLAS-8)J- 447-001 

현징위치 1 Daej eoo , Korea REI 5 

REY Tag N。 Description 
설 치 수 량 단위용량 수용~ 운전용량 (kVA ) 전압 전휴 

"1 고 
τ。〕겨 에비 계 (k’ ) 효왈(z) 엑 룡(z) z τ 。〕겨 에비 계 (y) (A) 

HR-CO-01 모의노심 1 D 11 714.0 100 .0 100 .0 1m, 714.0 0.0 714.0 440 986.9 

HR-CO-02 모의노심 2 D 11 600.0 100 .0 100 .0 1m, 600.0 0.0 600.0 440 9Cfi, 4 

HR-CO-03 모의노심 3 D 11 750.0 100 .0 100 .0 1m, 750.0 0.0 750.0 440 984 .1 

SUB TOTAL 1m‘ 215~ 0.0 215-4 .0 440 2826 , 3 

5 IIICC-01 

5 ICT-CYS-j COOLING jCJ￥ ER FAN D 15.0 85.0 76.0 1m, 23.2 0.0 23.2 440 &J .5 

5 IPP-CYS-01 COOLING PUìlP D 110.0 91.0 83.0 1m, 145.6 0.0 145.6 440 191 , 1 

5 IPP-CYS- [J2 COOLING PUìlP D 110.0 91.0 83.0 1m, 145.6 0.0 145.6 440 191 , 1 

5 IIE-IIYS-01 이 용교환기 D 4.0 &J .O 73.0 1m, 6.8 0.0 6.8 440 9.0 

s 기 타(예비 용) D 100 .0 % .0 100 .0 1m, 105.3 0.0 440 0.0 

s SUB TOTAL 339.0 321.3 lffi.3 321.3 440 421.6 

5 IIICC-[l2-1 

5 IPP-RCP-j-01 REACTOR COOL뼈T PUìlP D 16.0 85.0 76.0 1m, 24.S 0.0 24 .S 440 32.5 

5 IPP-RCP-2-01 REACTOR COOL뼈T PUìlP D 16.0 85.0 76.0 1m, 24.S 0.0 24 .S 440 32.5 

5 IPP-RCP-3-01 REACTOR COOL뼈T PUìlP D 16.0 85.0 76.0 1m, 24.S 0.0 24 .S 440 32.5 

5 IPP-RCP-4-01 REACìOR COOL뼈T PUìlP U 16.0 85.0 76.0 1m, 24.8 0.0 24 .8 440 32.5 

s SUB TOTAL 6-4 .0 99.1 0.0 99.1 440 1:ll .0 

5 IIICC-æ-2 

5 IPP-S FY -01 PR ESSURE I ZER SPRAY F1JIIP D 7 .5 83.0 73.0 1m, 12. 4 0.0 12.4 440 16.2 

5 IPP-II FP-01 IlA IN FE ED YATER PUìlP D 24.0 86.0 78.0 1m, 85 .8 0.0 85.8 440 46.9 

5 IPP-AFP1-01 AUX FEED YATER PUIIP 0 11.0 84.0 75 。 1m, 17.5 0.0 17.5 440 22.9 

5 IPP-AFP2-01 AUX FEED YATER PUIIP D 11.0 84.0 75 0 1m, 17.5 0.0 17.5 440 22.9 

5 IPP-H PS ll-01 HPSI F1JIIP(고압후입 펌 ￥) D 22.0 86.0 78.0 1m, 32.8 0.0 32.8 440 43.0 

5 IPP-HPSI2-01 HPSI rul!P(~업추입 펌 ￥〉 22.0 86.0 78.0 。， 0.0 32.8 0.0 440 43.0 설 계 ONLY 

s SUB TOTAL 97.5 115.9 32.8 115.9 440 195 .1 

5 IIICC-03 

5 IPP-CHG-01 αlARGIN G F1JIIP D 7.5 83.0 73.0 1m, 12. 4 0.0 12 , 4 440 16 , 2 

5 IPP-VAS-01 YA이UII rullP D "' .0 86.0 78 , 0 1m, 37 , 3 0.0 37 , 3 440 48 , 9 

5 IPP-SCS1-01 LPSI rullP(져 압후입 펌 쭈) o 14 , 0 85 .0 76 , 0 1m, 21 , 7 0.0 21 , 7 440 28 , 4 

5 IPP-SCS2-01 LPSI rullP(져 압후입 펌 쭈) D 14 , 0 85.0 76 , 0 。， 0.0 21 , 7 0.0 440 28.4 .게 ONLY 

5 IPP-IIYS-01 FI LL rullP D 15 , 0 85.0 76 , 0 1m‘ 23 , 2 0.0 23 , 2 440 &J .5 

5 IPP-C IlI IP- [J2 CONDENSOR HP INJ ECTION PUi!P D 7.5 83 , 0 73 , 0 1m, 12 , 4 o 0 12 , 4 440 16 , 2 

5 IPP-CDSP-01 CONDENSOR SPRAY RECI RC, rull D 17 , 0 86.0 77. 0 1m, "'.7 0.0 "'.7 440 33 , 7 

5 IAT -CAS-01 AI R DRYER D 2.0 77. 0 71 , 0 1m, 3.7 0.0 3.7 440 4.8 

5 IEL EV 현 장용 EL EVAT OR D 5 . 5 86.0 78 , 0 &J ' 8.2 0.0 2. 5 440 10 , 8 

5 III ISC 기 타(여1 ' 1 잊 부대시 설 ) D 100 , 0 &J .O &J .O 。， 156 , 3 0.0 440 0.0 

s SlJB TOTAL 207.5 144.4 171.9 138.7 440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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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각 부하별 세부 Load List(2/ 2) 

5 IUPS-Ol UPS D &J .o 100 .0 100 .0 1m, &J .O 0.0 &J .o 22[ 78.7 

5 IUPs-æ UPS D 10.0 100 .0 100 .0 1m, 10.0 0.0 10.0 22[ 26.2 

s SUB TOTAL -40.0 -40.0 0.0 ‘띠 O 220 105.0 벌도전원공급 

5 IIICC-04-1 

5 IHR- RYT 1-01 RYT 전 얼 기 D &J .O %.0 100 .0 100.0 31.6 0.0 31.6 440 41 , 4 

5 IHR- RYT 2-01 RYT 전 얼 기 D &J .O %.0 100 .0 100.0 31.6 0.0 31.6 440 41 , 4 

s SUB TOTAL 60.0 63.2 0.0 63.2 440 82.9 

5 ITIHIα←04 134 .2 10% 147.6 440 198.7 200r:VA 선 정 

5 IIICC-04-2 

5 IHR-PZR-01 가압기 전 얼 기 1 D 2.5 %.0 100 .0 100.0 2.6 0.0 2.6 22[ 6.9 

5 IHR-PZR-01 가압기 전 얼 기 2 D 15.0 %.0 100 .0 100.0 15.$ 0.0 15.$ 22[ 41 , 4 

5 IHR-S ITl -01 SIT 1 내부전 엉 기 D 2.5 % .0 100 .0 100.0 2.6 0.0 2.6 22[ 6.9 

5 IHR-S IT2-01 SIT 2 내부전 엉 기 D 2. 5 %.0 100 .0 100.0 2.6 0.0 2.6 22[ 6.9 

5 IHR-S IT3-01 SIT 3 내부전 엉 기 D 2.5 %.0 100 .0 100.0 2.6 0.0 2.6 22[ 6.9 

5 IHR-S 114-01 SIT 4 내부전 얼 기 D 2.5 % .0 100 .0 100.0 2.6 0.0 2.6 22[ 6.9 

5 IHR-SSH-01 STEAII SUPPLY HEATER D 100 .0 % .0 100 .0 100.0 !Cfi, 3 0.0 !Cfi, 3 22[ 276.2 

s 기 타(예비 용) D 100 .0 % .0 100 .0 100.0 105 .$ 0 .0 22[ 0.0 

s SlJB TOTAL 227.5 100‘ 13-4 .2 lffi.3 13-4 .2 220 352.2 

5 ITlHICC-05 114.2 10% 125 .6 440 1[‘ 8 200KVA 선 정 

5 IIICC-ffi-l 

5 IHT -UP-01 UPPER PLENUl! D 3.6 %.0 100 .0 100.0 3.8 0.0 3.8 22[ 9.8 

5 IHT -OP-01 αJTLn PLENUl! D 3.3 %.0 100 .0 100.0 3. 5 0.0 3. 5 22[ 9.1 

5 IHT -CO-01 CO RE D 2.9 %.0 100 .0 100.0 3.1 0.0 3.1 22[ 8.1 

5 IHT -LP-01 LOYER PLENUl! D 2.8 %.0 100 .0 100.0 3.0 0.0 3.0 22[ 7.8 

5 IHT - PZ R- [t3 UPPER PLENUII D 1. 8 % .0 100 .0 100.0 1. 9 0.0 1.91 220 4.9 

5 IHT - PZR- [J2 0001 D 3.6 %.0 100 .0 100.0 3.8 0.0 3.8 22[ 9.8 

5 IHT - PZR-01 LOYER PLENUII D 1. 9 % .0 100 .0 100.0 2.0 0. 0 2.0 22[ 5.3 

5 IHT -SUR-01 SURGE LINE D 3.5 % .0 100 .0 100.0 3.6 0.0 3.6 22[ 9. 5 

5 IHT -S FY -01 SPRAY LI NE 0 0.3 % .0 100 , 0 100 , 0 0 .3 0.0 0.3 22[ 0.9 

5 IHT -SGSDI-01 UPPER PLENUII & BODY D 12 , 4 % .0 100 , 0 100 , 0 13 , 1 0.0 13 , 1 22[ 34 , 3 

5 IHT -SGPI-01 oonoμ 0 1. 2 % .0 100 , 0 100 , 0 1. 3 0.0 1 , 31 220 3.4 

5 IHT -SGDCI-01 OC B o 3. 5 % .0 100 , 0 100 , 0 3.7 0.0 3.7 22[ 9.6 

5 IHT -SGSD2-01 UPPER PLENUII & BODY 0 12 , 4 % .0 100 , 0 100 , 0 13 , 1 0.0 13 , 1 22[ 34 , 3 

5 IHT -SGP2-01 oonoμ D 1. 2 % .0 100 , 0 100 , 0 1. 3 0.0 1 , 31 220 3.4 

s SUB TOTAL 5-4 .5 100‘ 57.3 0.0 57.3 220 150. -4 

5 IIICC-ffi-2 

5 IHT -SGDC2-01 OC B D 3. 5 %.0 100 , 0 100 , 0 3.7 0.0 3.7 22[ 9.6 

5 IHT -C L1 -01 견전져용완 D 3.6 %.0 100 , 0 100 , 0 3.8 0.0 3.8 22[ 10 , 0 

5 IHT -CL2-01 파란져용완 D 3.6 %.0 100 , 0 100 , 0 3.8 0.0 3.8 22[ 10 , 0 

5 IHT -ILI-01 파란충간완 D 5 .3 %.0 100 , 0 100 , 0 5.6 0.0 5.6 22[ 14 , 7 

5 IHT -IL2-01 견 전충간완 D 5 .3 % .0 100 , 0 100 , 0 5.6 0.0 5.6 22[ 14 , 7 

5 IHT -HL1 -01 파란고용완 D 2.3 % .0 100 , 0 100 , 0 2. 4 0.0 2.4 22[ 6.4 

5 IHT -HL2-01 견전고용완 D 2.3 % .0 100 , 0 100 , 0 2. 4 0.0 2.4 22[ 6.4 

5 IHT -SIS-01 RPV SIT LI NE 1 D 7.0 % .0 100 , 0 100 , 0 7. 4 0.0 7.4 22[ 19 , 3 

5 IHT -SIS- [J2 RPV SIT LI NE 2 D 7.0 % .0 100 , 0 100 , 0 7. 4 0.0 7.4 22[ 19 , 3 

5 IHT -SIS- [t3 RPV SIT LI NE 3 D 7.0 % .0 100 , 0 100 , 0 7. 4 0.0 7.4 22[ 19 , 3 

5 IHT -SIS-04 RPV SIT LINE 4 D 7.0 %.0 100 , 0 100 , 0 7. 4 0.0 7. 4 22[ 19 , 3 

5 IHT -SSS-01 SPAR El D 5 .0 0.0 5.0 0.0 22[ 13 , 1 

5 IHT -SSS- [J2 SPAR E2 D 5 .0 0.0 5.0 0.0 22[ 13 , 1 

5 IHT -SSS- [t3 SPAR E3 D 5 .0 0.0 5.0 0.0 22[ 13 , 1 

SUB TOTAL 69.0 100‘ 56.9 15.0 56.9 220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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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유체 온도 계측용(TF) 열전대 직경 및 설치 위치 

겨1통 열전대 직경 감지부 설치 깊이 
탱크/용기 내경 250mm 이하 1/ 16‘ 유체가 5르는 겨1통내 유로의 중심 

/베셀 내경 250mm 이상 1/ 16“ 내벽면에서 빠nm 깊이 

배관 
일차 겨1통 배관 1/ 16“ 내벽면에서 l Omm 깊이 
그외 배관 1/ 16‘ 배관 중심 

표 3.2-4 벽면 온도 계측용(TW) 열전대의 직경 및 설치 위치 

겨1통 열전대 직경 감지부 설치 깊이 

TW-a.b series 1/ 16" 표면에서 1/ 16“ 깊이에 설치 
U-tube표면온도 0.04“ 표연에 설치 

TH(노심 히터 표면 온도용) 0.5mm 표면에서 O.5mm 깊이에 설치 
그외 TH 1/ 16" 추천 히터 공급 

표 3.2-5 압력 홀 가공 기준 

겨1통 홀 직경 참고사항 
탱크/용기/베셀 기계 가공인 경우 내면에 칩이 나 
일차 계통 배관 기계가공 3-5mm 오면 안됨 정밀 가공을 위해 외벽 

전기 방전 가공 가능한 경 에 τ 릴 고정용 지그와 내통에 칩 

‘ 우 2mm(베셀이나 파이표의 생성 방지용 지그를 사용하여 τ 릴 

그외 배관 두께가 지나치게 두꺼워서 릴 작업이 이루어진다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 3mm 일차 겨1통 및 배관 겨1통의 압력 홀 

까지 허용함 ) 은 기본적으로 모두 전기 방전 가 

‘ 공에 의해 τ 릴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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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Piping & Instrument Diagram(P&ID)(수처 리 계통) 3.2-12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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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상세설계도 ATLAS 3.2-29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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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관 상세설계도 ATLAS 3.2-30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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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6 원자로용기 하부 플레넘 압력도관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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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7 계통 유체 온도 계측용 열전대 설치 개념안 

g전 l 

1/16 
〕삐드 

그림 3.2-88 원자로용기 Upper Head 유체온도 계측용 열전대 지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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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안 

직경↑ mm 

얼 전 같곤용징 

용정 silver 
soldring? 

〉얼전 대 공급 

업 체 제작 

그림 3.2-89 계통 내벽면 표면 온도 계측용 열전대 설치안 

Design 1 노즐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 

’곤용정 

sold ering? 
〉 얼 전 대 공급 

업체 제작 

Design 2 노즐을 설치 한 경우 

직경↑ mm 

얼 전 
같곤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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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e lÍ ng? 

〉 얼 전대 공급업 

체제작 

Design 3 열전대를 경사지거| 설치한 경우 

직경 1 , 58(1/16 " )mm 
얼전대 같곤용징 용정 silver 

S이 d ering? 

〉얼전 대 공급 

업체 제작 

홈피서 실 치 1 용정 

Design 4 열전대를 내벽면에 용접하여 설치한 경우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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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0 원자로용기 유체 온도 계측용 열전대 인출 위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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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1 원자로용기 벽면 온도 계측용 열전대 인출 위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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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계측기기 설치용 제작도면 (6/12) 

. ' . . 
‘ 

i 

3.2-96 

’ ? 

그림 



‘ ‘ 」-

• M 

듀h 

. ~ 

’ i 

繼鍵
평
 평
 搬
* 
• 

않
 繼J 

]

혈I~ 

’ 

‘’ 

@용§ 

1ð1 :1.7 

몇
 멍
 멍
 

鋼
쩌
 해 

} ” 

탬
 생
 섭
 행 

짧
 鍵파
 

뻗h 
‘’ i 행

책
 F 

…‘ 

H 

。

SECTIOν γ← r = 
’---""" 

를]갇효' ''' '~흐 
” 

영 

SECTUlN . X" _" )(" 

c 

a 

kagN 

!!illR낸Al.호Q잉J>UAl'l!띠 ‘rop VEW ) 

A 

증기발생기 계측기기 설치용 제작도면 (7/12) 그림 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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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계측기기 설치용 제작도면 (8/12) 3.2-96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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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계측기기 설치용 제작도면 (9/12) 3.2-96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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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계측기기 설치용 제작도면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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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3 절 기기 제작 및 구매 

실험장치의 주요 기기의 종류와 기기 및 기자재의 제작단계 및 구매단 

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주요 엽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기 종류 

유체계통 및 기계계통의 상당한 기기나 부품들은 제작엽체에서 제작하 

여 공급되며 크게 Div.l 기기와 Div.2 기기로 나눌 수 있다 Div.l 기기는 

ASME Section VIII Div.l의 요건을 적용하여 제작되며 Div.2 기기는 과도한 

열수력적 작동조건 변화에 따른 취성 (Fatigue)을 고려한 Section VIII Div.2 

의 요건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된다. 

o Div.2 기기 및 부품 

Reactor Vessel (Core 포함) 

Pressurizer 

Steam Generator (2EAs) 

Main Pipings (Cold Legs, Hot Legs, Intermediate Legs) 

Reactor Coolant Pump (4EAs) 

o Div.l 기기 및 부품 

Direct Condenser 

Safety Injection Tank (4EAs) 

Refueling Water Tank (2EAs) 

Separating Vessel (2EAs) 

Measuring Vessel (5EAs) 

Condenser Heat Exchanger (3EAs)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lEA) 

Plunger Pump (PSP, HPSIP, CP, AFWP) 

Centrifugal Pump (SCP, CWP, MFWP, CDSP, MWP) 

Cooling Tower (lEA) 

Steam Supply Tank (lEA) 

Vacuum Tank (lEA) 
기타， 

. Ion Exchanger (lEA) 

. Vacuum Pump (lEA) 

. Air Dryer (lEA) 

. Silencer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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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관련， 및 유체계통에 사용되는 Heater, 계측기기， 제어 뻐
하
 

외 그 

구매시방서에 따라 관련 

당소의 설계 

제작에 반영 

있어서는 

납품받아 제작설치되고 있다 

특히， Div. 1,2 기기제작에 있어서 계측기 설치에 

경험과 설치， 운전 경힘을 제작엽처1측에서 충분히 기술습득 

대부분 부품들은 기기나 관련된 전력계통에 

Vendor들로부터 

그리고 

및 

수행하였다. 특히， Div. 2 

복잡성을 감안하여 당소의 

현장 방문지도와 기술협의를 

계측기 설치의 어려움 

수차례 

중요성 

있도록 /-. 
T 할 

및 

기기제작， 조립성， 그리고 계측 

있도록 조치하였다. 

상주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및 

제작현장에 

관련한 제작엽무가 

인력이 상당기간 

등에 

기기 장치의 

전문 

기 설치 /-. 
T 

기기 제작 2. 

수행된다. 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가 기기의 제작설계 

기기의 제작설계는 

J<èλ} 
「 。계산서 입증하는 o 설계의 건전성을 

응력해석 

포함 등에 대한 특수대책 열충격 

기구 제작도면 

계획 

열성층화 및 

o 제작도면의 

기기부품 제작도면 

기기 조립도면 

분해/조립 

0 검사 

작성 

수립 

수립 

보관 계획 

수립 

및 

계획 

시험 

운반， 인수 

및 

o 기기의 

o 제작 품질보증 

0 제작 착수 승인 

수행된 의하여 절차에 같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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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험/검사 

시험/검사는 현장 

나 기기의 제작 및 

및 제작 기기의 

다. 



적절한 자격을 절차에 따라 및 품질보증 요건 관련 

o 기기의 제작 

제작 작엽은 

갖춘 작엽원이 수행함 

감독원의 당소 및 현장대리인 계약자 또는 원칙적으로 작엽은 동 

수행함 입회하에 

o 제작 기기의 검사 

작엽은 원칙적으로 현장 당소 감독원의 입회하에 계약자측의 동 

수행함 입회하에 전문검사원 및 대리인 

다음을 포함함 

· 재질 검사 

·표면상태 

작엽은 동 

촬영 및 ο
 
” 

。츠
 「

형상의 및 

三는7<， 
• 1 。진윈도 등의 및 · 직진도 

고처1 부의 두께， 측정’ 내부체적， 각 부위별 ·주요 치수의 상세 

건전성 검사 ’ 운송전 현장 제작검사 

대한 비파괴 검사 

수압 시험 

체적/중량 등 

o 제작 기기의 

용접부에 

용기의 

o 제작 기기의 수정작엽 

o 기기의 세척 및 도장 

o 기술도서의 작성， 제출 

제작 기술서류의 수정 

기기 성능을 입증하는 

재검사 

E 
τ，-

및 

승인 및 작성， 제출 

승인 

제출 및 

시험검사 성적서의 

승인 

및 

다음과 같다 

보관 

보관에 관한 사항은 

및 운반， 인수 

및 운반， 인수 

다 제작 기기의 

제작기기의 

완벽하게 

인수， 검사 

작엽중 유입된 불순물(입자등)， 기름등을 

밀봉하여 반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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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o 기기의 운송 

o 반입 기기의 

제작기기는 

세척 제거된 후에 

口조도 
~~ 



3. 기기 구매 

가 기자재의 구매 발주 

기자재의 구매 발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o 기자재 구매사양서의 확정 및 승인 요청 

o 기자재의 구매 발주 

o 기자재의 운반 및 납품 계획 수립 

o 기자재의 검사 및 보관 계획 수립 

0 구매 품질보증 계획 수립 

나 구매 기자재의 운송 및 납품 

구매 기자재의 운송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계약자는 제작시방서 제1부(일반시방서)의 제 4.3절에 명시된 납품 

절차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납품계획에 따라 납품함 

(한국원자력 연구소， 2002) 

o 계약자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의 인계시 규격명세표， 포장 명세표， 

그리고 매뉴얼 및 취급설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함.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작시방서 제 1부(일반시방서)의 제4.3절에 명시되어 

있음(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다 구매 기자재의 반입검사， 인수 및 보관 

기기의 반입， 반입 기기의 인수 및 검사， 그리고 반입 기기의 보관에 

관해서는 제작시방서 제 1부(일반시방서)의 제6.3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수행 

된다(한국원자력 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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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4 절 실험장치 설치 

실험장치를 위해 제작되는 모든 기기나 부품은 제작과정 및 납품전 

QA의 절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 기기나 부품의 

성능 및 설계특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의 검사는 실험장치 

설치전 Configuration/Dimension 측정， 조립성관련 검사， 그리고 수압시험 등 

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됨. 검사엽무는 QA에서 규정한 ITP(Inspection and 

Test Procedure)와 PCS(Process Control Sheet)에 정의된 바에 따라 실시된 

다. 

실험장치의 주요 기기 및 기자재의 설치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주 

요 엽무는 다음과 같다. 

1. 설치 준비작업 

필요한 설치준비 작엽은 다음과 같다. 

o 설치작엽용 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 및 수정 

o 상세 설치계획 수립 

o 설치 검사계획 수립 

o 현장 설치작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공구 및 소모품의 조달 

o 설치작엽 품질보증 계획 수립 

2. 기기 및 기자재의 설치 

기기 및 기자재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 기기 및 기자재의 설치작엽은 제작시방서 제 1부(일반시방서)의 

제6.5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수행함(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o 기기 및 기자재의 설치작엽 

동 작엽은 관련 품질보증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작엽원이 수행함. 

동 작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 당소 감독원 및 

계약자 측의 전문검사원의 입회하에 수행함 

o 설치작엽은 다음을 포함함 

유체계통의 기기/기자재， 배관 및 지지구조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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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계통의 기기/기자재， 배선 및 부속 구조물의 설치 

자료처리계통의 기기/기자자， 배선 및 부속 구조물의 설치 

전원공급계통의 기기/기자가， 배선 및 부속 구조물의 설치 

부속설비계통의 기기/기자자， 배선 및 부속 구조물의 설치 

기타 기기/기자재， 배선 및 부속 구조물의 설치 

3. 설치 검사 

설치검사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배관 용접부 검사 

실험장치의 모든 용접부는 관련 품질보증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작시방서 제1부(일반시방서)의 제6.7， 6.8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험， 검사함(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시험검사에서 불량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정한 

후에만 다음 단계의 작엽으로 이행함. 

o 배관 및 용기의 지지부 검사 

실험장치의 모든 배관 및 용기류의 Support 설치부에 대해서는 

설치작엽후 육안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치상태가 

설계된 방식과 일치되는 지 여부를 감독원의 입회하에 확인함. 

설치상태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정한 후에만 

다음 단계의 작엽으로 이행함 

검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승인 

o 실험장치 유체계통의 설치상태 확인검사 

수직/수평/경사도 확인 검사 ’ 

· 실험장치에서 발생되는 열수력 현상들을 신뢰성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열수력적 관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통 및 구성요소들의 기하학적 형상 및 제원을 측정함으로써， 

설계치와 제작/설치된 값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함.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검사에 포함되어야 함 . 

. 기하학적 형상의 확인 ’ 각종 용기 및 배관의 형상 확인 

. 설치 위치 확인 , 각종 용기의 상대적/절대적 설치위치 확인 

. 수직부의 직진도 및 수직정도 , 수직 배관부의 설치상황 

. 수평부의 직진도 및 수평정도 ’ 수평 배관부의 설치상황 

. 경사부의 직진도 및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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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굴곡 부위의 교차정도 

· 이와 같은 평가작엽은 실험장치의 단열작엽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단위 구조물의 설치작엽 직후 및 이웃 구조물과의 체결 

작엽 (용접， BoltIng 등) 후에 각각 수행함 

· 이와 같은 평가작엽을 위해서는 Laser 발생장치 및 특수한 

이송/회전 장치의 조합 등과 같은 정밀한 측정장비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확인대상 주요 구조물의 

주변에 방해물이 설치되기 이전 단계에서 수행함. 

성능이상 부위의 수정작엽 

· 주요 계통 및 구성요소들의 기하학적 형상 및 제원을 측정한 

결과로부터 설계치와 제작/설치된 값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문서화해야 하며， 그 결과에 있어서 당초의 설계치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작엽을 수행함 

시험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승인 

4. 수압시험 

수압시험에 관련한 작엽은 다음과 같다. 

0 세척작엽 

유체가 접촉하는 실험장치 대부표면은 수압시험이 수행되기 

이전에 충분히 세척되어， 내부의 이물질 및 기름성분 둥이 모두 

제거되어야 함. 

세척작엽시 세제에 의해 실험장치의 일부 (예’ 펌프 등의 구동부， 

제어밸브류) 또는 이에 부착된 계측/제어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함. 

세척작엽 과정에서 실험장치 내부에 존재하던 이물질에 의해 

실험장치 내부에 위치하는 구동부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o 수압시험 

수압시험 수행 , 

· 실험장치의 모든 압력경계면은 제작시방서 제1부(일반시방서)의 

제6.8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험， 검사함(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이때 각 계통의 설계압력별로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격리밸브 및 안전밸브 등의 성능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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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장치는 수압시험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함. 

· 시험중 손상이 예상되는 주요 기기 (특수 계측기기 포함)들은 

격리된 후 시험이 수행되어야 함. 

이상부위의 수정작엽 ’ 

· 실험장치의 모든 압력경계면에 대한 수압시험을 통하여 

용접부 및 연결부에서의 누수여부 관찰결과로부터 이상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작엽을 수행함. 

수압시험 보고서의 작성 

수압시험 결과는 문서화하여 감독원의 

단계의 엽무로 이행할 수 있음 

승인을 얻어야 다음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에서 검교정 

교정/조정 

기자재의 및 기기 

같다. 

기자재의 

실험장치의 주요 

주요 엽무는 다음과 

01 

^ 5. 기기 

0 교정/조정 준비작엽 

계측제어 계통의 설치도변의 사천 검토， 확인 

상세 교정/조정 계획 수립 

교정 절차서의 검토， 확인 및 수정 

조정 및 교정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장비， 공구 및 

조달 

조정/교정용 품질보증 계획의 

검교정 결과서 양식의 작성 

o 계장기기류의 설치상태 확인작업 

설치상태 확인 대상은 다음을 포함함. 

· 전열기류 및 관련 각종 제어/보호 기기 

·계측제어계통’ 

. 단위기기의 작동상태 

. 신호전달계통의 각 접접부 상태 

실험장치 타 계통과의 연계부위 상태 

. Noise 관련 사항 

수정 

λ모품의 

비상보호장치 

디1 

^ 

및 

수립 

각 Hardware Unit 별 Input!üutput 신호 측정 

. 모률별 Input/üutput 신호 

통합된 제어 및 보호계통 Input!üutput 신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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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계통 

. 단위기기의 작동상태 

전원공급라인의 각 접접부 상태 

. 실험장치 타 계통과의 연계부위 상태 

. Noise 관련 사항 

o 계측기의 교정 및 제어기/보호기의 설정치 조정 

모든 계측기의 교정 및 제어/보호기의 조정작엽은 제작시방서 

제1부 (일반시방서) 제6.6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이에는 당소가 계약자에 

직 접 공급하는 품목도 포함됨 . 

모든 계측기의 교정은 당소가 지정하는 절차 및 양식에 따라 

실험장치의 성능확인시험 이전에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교정 및 조정작엽이 필요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온도계의 교정 

. 모든 온도측정용 계측기는 계측기의 설치 후 온도교정 전용 

정밀급 Oven 등을 이용하여 각각 교정되어야 함 . 

. 교정시에는 계측기， 신호전달 배선， 신호 획득 및 처리 장비 

등에 기인하는 총체적인 측정 불확실성이 정량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 압력계， 차압계 및 수위계의 교정 

. 압력 측정용 관련 모든 계측기는 계측기의 설치 후 정밀급 

전용 교정기기를 이용하여 각각 교정되어야 함 

. 교정시에는 계측기， 신호전달 배선， 신호 획득 및 처리 장비 

등에 기인하는 총체적인 측정 불확실성이 정량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 기타 계측기의 교정 ’ 

. 당소가 요구하는 기타 계측기들도 계측기의 설치 후 전용 

교정기기를 이용하여 교정되어야 함 . 

. 교정시에는 계측기， 신호전달 배선， 신호 획득 및 처리 장비 

등에 기인하는 총체적인 측정 불확실성이 정량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 제어 밸브 Positioner의 교정 

· 각종 제어/보호기의 설정치 예비 조정 

· 제어 및 보호선호에 대한 예상 출력신호 측정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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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및 보호계통에 대한 시험 교정 

. 각 Hardware Unit 별 Input/ Üutput 신호 측정 및 교정 

. 모률별 Input!üutput 신호 측정 및 교정 

. 통합된 제어 및 보호계통 Input/ üutput 신호 측정 및 교정 

· 제어 및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및 수정 

계약자는 제어 및 보호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711 획 및 절차를 마련하여 소프트웨어 시험 및 

수정을 함 

계약자는 소프트웨어의 Error 나 Bug가 발견되었을 경우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며， 일정한 기간마다 

(2주) 형상관리 기록부를 당소 감독원에 제출하여 수정 

방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수정 및 시힘을 수행함 

계약자는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각 Unit별， Module별 시힘을 

수행하여 기록을 유지하며，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 통합시힘을 승인을 얻어 수행함 

0 교정/조정 성적서의 작성， 제출 및 승인 

모든 계측기의 교정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또한 자료처리계통 

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함. 그리고 향후 본 실혐 

의 수행시 요구되는 측정결과의 불확실성 분석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이 모두 포함함. 

모든 제어기의 설정치 조정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조정과정에 

서 수행된 모든 조치는 설계문서에 반영되어 수정함. 

모든 문서의 작성 형태는 실험장치의 자료처리계통 및 

제어계통에의 입력에 적당한 형태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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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5 절 시운전 계획 

실험장치의 성능확인시험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주요 엽무는 다 

음과 같다. 

1. 단위기기별 성능확인시험 수행 

단위 기기별 성능확인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정적 기기의 성능 평가 및 확인 

실험장치에서 발생되는 열수력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적 (static) 기기들에 대해서는 각 기기의 성능특성 및 운전/제어 특성을 개 

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또한 각각의 기기들이 실험장치의 타 부위에 미치 

는 영향들이 평가되어야 한다 

정적 기기의 성능 확인시험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o 전열기류 및 관련 각종 제어/보호기기 및 비상보호장치 

o 각종 열교환기의 성능 평가’ 최대/최소 열제거능력 및 제어특성 평가 

o 계측제어계통 ’ 

단위기기의 작동상태 및 신호전달계통의 각 접접부 상태 

실험장치 타 계통과의 연계부위 상태 

각 Hardware Unit 별 Input/ Output 신호 측정 

모률 별 Input/ Output 신 호 측정 

통합된 제어 및 보호계통 Input!Output 신호 측정 

Noise 관련 사항 

o 전원공급계통 

단위기기의 작동상태 및 전원공급라인의 각 접점부 상태 

실험장치 타 계통과의 연계부위 상태 

Noise 관련 사항 

o 제어 및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Unit 시험 및 Module 별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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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적 기기의 성능 평가 및 확인 

실험장치에서 발생되는 열수력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적 

(Dynamic) 기기들에 대해서는 각 기기의 성능특성 및 운전/제어 특성을 개 

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또한 이들이 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 

한다. 

동적 기기의 성능평가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o 펌프류 

o 제어밸브류 

o 관련 각종 제어/보호기기 및 비상보호장치 등 

또한 이와 같은 평가 작엽에는 개개의 동적 기기들이 주변의 주요 시 

설물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전체 및 주위 시설물의 진동 발생여부 등을 포 

함하며， 이와 같은 평가 작엽은 실험장치의 단열작엽 이전에 수행한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 작엽을 위해서는 이동 가능한 특수 계측기기들을 계약자가 

공급한다. 

단위기기별 성능확인 시힘을 통해 작동 성능에 이상이 발견된 기기들 

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수리 등의 펼요한 조치를 통해 수정한다. 

2. 계통별 성능확인시험 수행 

가 단위 계통별 성능확인시험 수행 

계통별 성능확인 시험이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o 냉각재 재고량 (Inventory ) 특성 평가시험 

o 압력강하 특성 평가시험 

o 열/물질 평형 특성평가 시험 

o 열팽창 특성평가 시험 

(l) 냉각재 재고량 평가 시험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유체계통의 각 구성요소 및 부분별로 냉각재 재 

고량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설계내용과의 차이접 발생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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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향후 척도왜곡의 

분석 및 실험결과의 분석 과정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o Makeup 과정에서 실험장치 각 부위의 수위변화 상황 측정에 의한 

평가， 

이를 위해 수직방향으로의 단면적 분포가 매우 중요하게 제작 및 

측정되어야 하며， 이는 용기들의 체적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이를 위해서는 파악대상 계통이 타 계통과 격리될 수 있어야 

함 또한 파악 계통의 벽면에 정확한 수위계가 설치되어야 하고， 

Makeup 유량을 수위변화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 

o 실험장치의 각 부위를 격리시킨 후의 Drain양에 의한 평가’ 

이 방법은 특정 구성요소의 냉각재 재고량의 전체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이를 위해서는 파악 대상이 타 대상과 격리될 수 있어야 함. 또한 

파악 대상으로부터 Drain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펼요한 부속기기들은 실험장치의 설계， 제작 및 설치과정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 

(2) 압력강하 특성평가 시험 

시힘을 통하여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유체계통의 각 구성요소 내부 또 

는 구간별로 압력강하 특성을 정량화 함으로써 기준원전의 수력적특성 및 

실험장치의 설계내용과의 차이접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설계안과 

실제 측정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각 구성요소 경계영역에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tap 및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궁극적으로 실험장치의 압력강하 특 

성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는 향후 반드시 척도왜곡의 분석 및 

실험결과의 분석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압력강하 특성시험은 가능한 한 정격유량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이 구 

분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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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온상압 조건하에서의 시험 수행 

o 정상운전 온도/압력 조건하에서의 시험 수행 

만일 정격유량 조건하에서의 시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 유량 조건하에서 시힘을 수행한 후， 이 결과를 외삽함으로써 기대값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열/물질 평형 특성평가 시험 

실험장치의 열 및 물질 평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 

에서 예비시험이 펼요하며， 이를 위한 계측기 및 시험도구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o 실험장치의 각종 열생성원 (Heat Source)에 대한 평가 

o 실험장치의 각종 열흡수원 (Heat Sink)에 대한 평가 

o 실험장치 각 부위에서 외부로의 열손실 

o 실험장치 각 부위에서 구조물에 의한 열저장 능력 평가 

(4) 열팽창 특성평가 실험 

열팽창 특성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실험장치 각 부위의 지지상태에 대 

한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적/동 

적 응력해석을 재수행하여 펼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한 후， 실험장치를 수정해 

야 하며， 또한 관련 문서의 수정작엽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험장치 수정보완 

실험장치의 수정보완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o 계측/제어기기의 재교정 및 Range 개설정 ’ 

각 운전변수의 설정치 수정 

제어， 감시， DAS 계통의 프로그램 수정 및 Fine Tuning 

계측기기의 재 교정 

신호선의 재 결선 

o 냉각재 재고량 특성 보완 

o 압력강하 특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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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열손실 특성 보완 

o 열팽창 특성 보완 

다 단위계통별 성능시험 보고서 작성 

단위계통별 성능시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o 성능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승인 

o 수정결과서의 작성， 제출 및 승인 

3. 도장 및 단열 작업 

가 도장 작엽 

도장작엽은 외관상 하자가 없는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부식의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작엽에 임해야 한다. 

나 단열 작엽 

단열작엽은 실험장치의 상세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열손실에 관한 요구 

특성 및 기술사양에 따라 정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단열처리 방법은 펼요시 분해조립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각종 배 

관 및 계측기기들의 관통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분 

해조립 과정에서도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열작엽 대 

상으로는 실험장치 본처1， 각종 연결 노즐부， 플랜지 및 밸브류 모두를 포함 

한다. 단열재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이 선택되어야 한다 

외장판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또는 상위의 기술사양을 만족해야 한 

다. 

o Vessel류 0.6T Aluminum Sheet (ASTM B209) 

o Piping류 ’ O.4T Aluminum Sheet (ASTM B209) 

외장판에 사용되는 Aluminum Sheet는 매끈하고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 

리 되어야 한다. 알루미늄 외장판은 내부표면에 Epoxy가 코팅되거나 주입된 

종이로 방습벽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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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손실 특성평가 최종시험 

열손실 특성평가 최종시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o 열손실 특성 평가시험 

열손실 특성에 관한 평가시험은 실험장치의 도장 및 단열작엽이 

완료된 후에 재수행됨으로써 실험장치의 최종적인 열손실 특성을 

평가함. 

이 시험은 실험장치 유체계통의 외부표면에 trace heater 및 관련 

기자재의 설치 후에 수행됨. 

열손실 특성 평가시험은 당소의 승인을 거친 시험계획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함 

· 원자로용기 (상부， 중앙부， 하부) 

· 증기발생기 (본체 및 강수부) 

· 가압기 (상부， 하 부) 

. 1차계통 배관 , 고온관， 저온관， 중간관 

.냉각재순환펌프 

.2차계통 배관 

o 실험장치 단열작엽 수정보완 

o 실험장치 Trace Heater의 제어기 조정작엽 

o 열손실 특성평가 최종 시험보고서 작성 

열절연 특성 분석보고서 

5.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겁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검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부터 기설정된 소프트 

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사전에 설정된 소프트웨어 

Site(Factory) Acceptance Test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증되어야 함. 

0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사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단위검사 

소프트웨어 통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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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표 E 

보존 

소프트웨어는 

하기 위해 

수정기록이 

口조도 
」→」

쉽게 

대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검사 

소프트웨 어 Site(Factory) Acceptance Test 

O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수정/유지/보수를 

웨어 개발의 모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되어야 함. 

0 소프트웨어 

모률화하여 

0 소프트웨어 

쉽게 하기 위해 를
 
야
 
해
 

수
 어
 
위
 

김
 

되
 

ψ
 

유
”
 

tv AT 

작성함 작엽일지를 개발시 

ßl 
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실험장치의 종합시운전 6. 

다음과 엽무는 주요 수행되어야 하는 종합시운전 단계에서 실험장치의 

같다. 

가 정상운전 성능시험 

포함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은 

o 가열운전 성능시험 

기동운전 성능시험 

영 (Zero) 출력 성능시험 

단계 출력에 대한 성능시험 

정상운전 성능시험은 

「냐 /‘ 
二7 도r 

전 (Ful!) 출력 성능시험 

운전구간별 유동특성 확인 

o 정상상태 지속 성능시험 

o 냉각운전 성능시험 

위 가 의 가열운전 성능시혐의 

0 과도운전 성능시험 

:tlO% Step 변화 성능시험 

:t5%/분 Ramp 변화 성능시험 

출력 

확인 
J 

u。
튼
 「뽑

 

출력 

과도운전 

포함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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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순환 유동특성 실험 

자연순환 유동특성 실험은 



o 단상유동 자연순환 유동특성 확인시험 수행 

o 2상유동 자연순환 유동특성 확인시 험 수행 

o 자연순환 특성실험 보고서 작성 

단상유동 자연순환 유동특성 분석 

2상유동 자연순환 유동특성 분석 

실험장치 압력강하특성 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다 선정된 실험매트릭스의 예비실험 

실험장치를 이용한 본 실험용 실험매트릭스 중에서 전형적인 몇가지에 

대한 예비실힘을 수행함으로써 실험장치의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할 뿐만 아 

니라， 전단계의 성능확인시험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 (예， 파단부 모의 

기， 격납용기 모의계통， 자료처리계통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 

게 된다. 

수행될 예비실험은 다음과 같다. 

0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B-LOCA) 모의 예비실험 

o DVI Line Break 모의 예비실험 

o MSLB 모의 예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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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6 절 품질보증 체계 

1. QA Prograrn 

한 과제의 전체 수행과정이 단계로 구분될 때는 각 단계에 적합한 별 

도의 QA Program이 요구되며， 각 단계에서는 과제의 수행체계와 수행 엽무 

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품질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며 유효한 QA 

Program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QA Program의 관점에서 

보면 실험장치의 제작 • 설치 단계와 실험수행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 

다. 

본 과제의 현재 단계는 실험장치의 설계 · 제작 · 설치 단계로서， 본 단 

계에서는 연구소가 발주자， 두산중공엽이 주계약자， 그리고 KOPEC과 일진 

정공이 하도급자로 되어 수행처1 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3.6-1 은 과제수행 

체계와 이에 상응하게 수립된 QA Program의 체계를 종합하여 보여주고 있 

다. 

본 QA Program하에서 담당 엽무 영역을 보면， 연구소는 계약자인 두 

산중공엽에게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립된 계약자의 품 

질보증계획을 검토 · 승인하며，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을 준수하는지를 품질 

감시 및 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 확인한다. 

두산중공엽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소의 검토 · 승인을 거쳐 

운영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에게 위임한 엽무에 대하여는 하도급자가 품질보 

증계획을 수립 · 이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하도급자는 구매자가 제시 

한 품질보증요건에 근거하여 담당한 엽무 영역 및 특성에 적합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 · 운영하여야 한다 설계를 담당한 KOPEC의 품질보증계획에는 

설계엽무 중 해당하는 설계에 대하여는 RPE 인증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작 

엽무를 담당한 일진정공은 ASME VIII, DIV. 2 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하여 
AI를 품질보증계 획 에 포함시 켜 야 한다 

특히 실험장치의 설계， 제작 및 설치의 전 공정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 

획(ITP: Inspection and Test Plan)c 작성되어， 이에 따라 계약자 및 구매자 

의 입회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ITP는 일진정공이 작성하여 두산중공엽 

과 연구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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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계획 (QA Prograrn)의 이 행 

가 품질보증계획서 (QAM’ Quality Assurance ManuaJ) 작성 

연구소는 구매자로서 계약자인 두산중공엽에 대하여 계약자의 품질보증 

계획은 ASME NQA-l 또는 KEPIC QAP의 요건과 현행의 적용되는 코드， 

규격， 규정 및 표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립된 계약자의 품질보 

증계획서는 연구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계획 

은 품질보증계획서와 이의 이행을 위한 품질보증절차서 및 각종 절차서， 지 

침서로 구현된다. 

연구소에서 계약자에게 요청한 품질보증 요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 요건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당소의 

요구사항을 칠저하게 검토하여 공급할 품목이나 용역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 

하여 펼요한 특수관리， 특수공정， 시험장비， 도구， 기술 등에 대한 준비를 적 

기에 갖추어야 한다. 계약자는 그 하도급자에 대한 주문서에 당소와 계약자 

간에 정해진 시힘 입회， 감사 및 검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펼요한 모든 규정 

을 포함시킨다. 

검사 및 시험 계획 , 계약자는 품목별로 ITP를 작성을 요청하였고 

ITP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시험품목의 명칭 및 식별사항， 시방에 포 

함되어 있는 품목의 구매사항. 구매자재의 인수검사， 부품의 가공 중이나 가 

공 후에 수행되는 제조， 검사， 시험 및 특수공정， 부품으로 구성된 소조립품 

(subassembly)에 수행되는 제조， 검사， 시험 및 특수공정， 현장설치 시 수행 

되는 검사 및 시험 (해당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해 수행되는 시험 및 검사， 

포장， 제조품질기록 검토 등이 있다. ITP는 당소의 검토， 승인 및 품질검사 

접 선정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제작 개시 1개월 이전에 당 

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ITP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 전에 당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 및 검사 ’ 계약자는 당소 감독원 및 감독기관 대표자가 감사， 

입회검사 및 입회 활동을 수행하고， 품질과 관련된 모든 서류 또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기자재에 대한 공인검사는 대한민국 관 

련법 및/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공엽규격 

및 규정을 포함하여 이 계약 하에서 요구하는 바와 시험， 검사 및 성능시혐 

의 요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모든 기자재의 검사 수행에 책임을 진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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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계약자가 공장 검사를 포함한 모든 시혐의 수행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계약자는 당소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재검사를 수행할 모든 책 

임을 진다. 

부적합 사항 ’ 제작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당소 검사 

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요건에 의거 부적합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NCR)를 작성 하여 당소에 보고한다. 계 약자는 도 

면， 절차서， 시방서 또는 사전 승인된 계약요구사항에 대해 발견된 부적합품 

목을 수리 (Repair)하거나 또는 현상태 사용 (U se-As - Is)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종결된 부적합사항보고서 사본을 해당 품목의 품질증빙서류에 첨부하여 당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중 발견되는 결함사항이나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타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당소는 시정조 

치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두산중공엽은 품질보증계획서 (SPQAM -100, Rev.O, 2002. 11. 13)를 작성 

하여 연구소의 검토 · 승인을 득했으며， 현재는 Rev. 2(2003. 7. 21)를 최선본 

으로 사용 중이다 하도급자인 KOPEC과 일진정공은 각각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두산중공엽의 검토 · 승인을 거쳐 발행하였으며， 현재 KOPEC은 

PQAPM, Rev.O (2003. 8. 16), ，특수사엽품질보증계획서」 를 사용 중이며， 

일진정공은 I]QAM, Rev. 6 (2001. 1. 1),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장치 제작.설 

치 품질보증계획서」 를 사용하고 있다. 

나 품질검사 

(l) 품질검사 계획수립 

일진정공은 Safety Injection Tank, Refueling Water Ta띠〈 등과 같이 

품목별로 시험 및 검사계획서 (ITP: Inspection and Test Plan)를 작성하여 

두산중공엽 및 연구소의 검토， 승인을 거쳤으며， ITP에는 두산중공엽과 연구 

소가 각각 선정한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이 표시되어 있다. 실제 공정 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는 품목별로 수립된 ITP에 의거하여 수립된 PCS(Process 

Control Sheet)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품질검사 수행처1 계는 그림 3.6-2 와 같 

다. 

- 428 -



(2) 품질검사 수행 

일진정공은 두산중공엽과 연구소가 선정한 입회점과 펼수확인점이 표 

시되어 있는 PCS를 개별 품목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험 및 검사가 

수행되고 있다 (참고’ ITP는 품목의 종류별로 작성되는 반면에 PCS는 개별 

품목별로 작성됨. 따라서 동일 품목에 여러 개의 제품이 제작될 경우 한 품 

목에 한 개의 ITP가 작성되지만 PCS는 제품 개수 만큼 작성됨).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일정을 사전(통상 근무일수 1 주일 전)에 시험일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연구소는 입회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자인 두산중 

공엽은 검사요원이 제작공장 현장에 상주하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실 

험장치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Core heater bundle의 제작은 연구소가 일본의 Sukegawa 사에 발주하 

였으며， 제작사는 ITP를 연구소에 제출하여 검토 · 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따 

라 공정중 검사 및 최종검사가 연구소 요원의 입회하에 2회에 걸쳐 수행되 

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점검항목이 요건에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3) 품질감시 및 품질보증감사 

본 과제의 품질확인 활통으로는 시험 및 검사 이외에 품질감시 

(surveillance) 및 품질보증감사(audit)가 있다. 연구소는 두산중공엽에 대하 

여， 품질보증제계 및 이행방안에 대한 교육을 겸한 품질감시를 1회 실시하였 

으며， 품질보증감사도 1회 실시하였다 품질보증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권고 

사항이 각각 2건씩 발생하였으며，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시 

정조치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종결시켰다. 

(4) 품질보증서류 제출 

계약자는 엽무가 제반 품질보증요건에 일치하게 수행하였다는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계획서， 절차서， 시방서， 도면， 시험 및 검사보 

고서 등이 있다. 상기의 서류는 제작 및 설치 완료 후에 최종제작보고서 

(EMR: End of Manufacturing Report)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5) 품질기록 

계약자는 해당하는 코드， 규격 및 계약(계약서 본문， 구매주문서， 기술 

시방서 등)에 따라 품질보증기록을 생산， 보관하여야 하며， 엽무완료 시에 연 

구소에 제출한 서류 이외의 서류들도 품질보증기록으로 계약자의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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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서면승인을 전에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 계획에 규정된 

얻어야 한다. 

연구소 포함하는 

공정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실험수행단계 QA P:rograrn 

단계에서는 

않았다. 제작 

제작·설치 

수립하지 

실험장치의 

3. 

QA 전 설치의 및 Program은 QA 

추진하였다 

문서관리 위한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계약자가 

를
 

서
 

문
 

대내외 

명시하여 

다만，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계약서에 요건을 Program 

연 실험엽무 및 실험시설의 운영 · 유지를 

단계를 위한 QA Program이 작성되고 

단계에서는 

때문에 이 

실험수행 

수행하기 

그러나 

구소가 직접 。1
λκ 

KEPIC 

적용 요건의 

품질보증계획서는 

고려하여 트트λ궈조L 
-, 0 2.. 

엽무인 본 단계에 적용할 

하였으며， 또한 실험엽무의 

작성하였다. 

주요 실험수행이 

기준으로 

수준을 결정하여 

다. 

QAP를 

작성하여 

따라 적절하 

실 

확 。 승 λ궈조L 
lT JO.. 

품질보증절차서를 

것이며， 과제 진행에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과 

같은 아래와 

엽무에 적용할 

통하여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험수행 및 실험장치의 운영 

절차서의 개폐 및 개정을 

계획이다. 

토깅[ 
」

게 

보할 

「교육훈련」 A TLAS-QAP-02.1 • 
관리」 절차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A TLAS-QAP-02.2 • 

「설계관리」 

「도면관리」 

A TLAS-QAP-03.1 • 
A TLAS-QAP-03.2 • 

소프트웨어」 

관리」 

「컴퓨터 

「실험절차서 

「문서관리」 

A TLAS-QAP-03.3 • 
A TLAS-QAP-05.1 • 

「실험시설의 점검」 

「측정 및 시험기기 관리」 

「부적합사항 관리」 

A TLAS-QAP-06.1 

A TLAS-QAP- lO.l 

A TLAS-QAP-12.1 

• 
• 
• 

A TLAS-QAP-15.1 • 
「시정조치」 ATLAS-QAP-16.1 • 
「품질보증기록」 

「품질보증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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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활동 

가 품질관리 기본방향 

품질보증활동은 실험장치의 설계， 제작 및 시운전 전 과정에 걸친 품질 

관리 활동을 통하여 실험장치 제작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품성능과 품질 

신뢰성 보장을 품질보증의 목표로 하였고， 품질 보증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 

다. 

계약요건에 의해 수립된 품질보증 Program에 의한 품질관리 

원자재 검사 시 부터 단계별 공정검사 station 설치 운영 

후 공정 불량품 투입사전방지 및 품질의 신뢰성 보장 

칠저한 검사기록 유지로 제품의 신뢰성 보장 및 추적성 확보 

공정간 모니터링 등 예방품질관리 활동으로 불량요인 사전 배제 

나 주요단계별 품질관리 내용 

(l) 자격관리 

용접사， 비파괴 및 검사요원은 유자격자가 수행토록 관리 

(2) 부품생산 

적용규격에 의거 물리적， 화학적 성질 확인 

도면 및 규격 요구조건에 따라 비파괴검사 및 수압시험 실시 

법규 및 CODE에서 요구하는 법정 검사 수행 

(3) 자재구매 입고 

구매사양서 적용규격의 적합성 사전 확인 

적용규격에 의한 품질입증서류 확인 또는 확인검사를 통한 품질 

보증 

단위부품 및 계통별 성능입증 확인 시험후 입고 

(4) 공정간 검사 및 자재식별 

공정관리 기록서 (Process Control Sheet)를 사용 

검사요원과 감독관의 검사 입회점， 중지점을 사전에 설정 

검사요원과 감독관의 확인 없이 공정진행이 이루어지지 않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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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재는 Stamping 또는 꼬리표를 부착하여 식별 

공정관리 기록서에 식별번호를 기록유지 

원자재 검사에서부터 단계별， 공정별 검사 Station 설치 운용으 

로 불량품 사전방지 

(5) 규격 불일치품(Non-conformance) 관리 

도면 및 규격서에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불일치보고서 작 

성 

조치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 별도 관리하며 승인후 처리 

다 품질보증 감사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장치 제작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수립된 품질보증프 

로그램의 이행 상태와 효율성 확인을 위하여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엽에 대한 

품질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도엽체인 일진정공 및 KOPEC에 대한 품질보증감 

사는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엽이 감사의 주체가 되었고 원자력연구소는 참고 

인으로 감사에 참여하였다 

(l)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엽에 대한 품질보증감사 

실시 일자 : 2003.11.13 - 11.14 

감사결과 ’ 감사지적 사항 2건， 권고사항 2건 

시정조치 요구 및 권고사항 내용 ’ 2003.12.2 

. 시정조치 , 설계문서 내부검토 미흡， 구매시방서 작성미흡 

권고사항 ’ 설계문서에 Design Data Status 명시 및 사엽관 

리 절차서 보완(하도급자 제출한 ITP 관련사항을 보완) 

시정조치 회신 : 2003. 12. 22 

사엽 준비 시에 수립된 사엽관리절차서를 현 사엽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행 조직 및 역무 범위를 개정 

기술도서 검토 및 승인관련 사항은 원자력연구소와 기 협의 

한 절차를 준용토록 해당 절차서를 개정 

원자력연구소에 승인용으로 제출된 13건의 구매사양서의 검 

토 개정 및 구매문서 재승인 요청 

품질요건의 반영 미흡과 관련하여 하도엽체인 일진정공에 개 

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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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엽체인 KOPEC에 대한 품질보증감사 

실시일자 ’ 2003.7.23 - 7.24 

감사결과 , 감사지적사항 2건 

시정조치요구 내용 ’ 2003.7.25 

등록기술자 인증구분/범위 계약요건과 상이함 

. 사엽수행계획서 작성 미흡 

시정조치 회신 ’ 2003.8.20 

ATLAS 사엽에 대한 등록기술자를 적용 CODE에 따라 별도 

자격 부여함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사엽수행계획서 보완 

(3) 하도엽체인 일진정공에 대한 품질보증감사 

실시일자 :2이4.1 1. 25 

감사결과 , 감사지적사항 5건 

감사지적사항 

. 인수검사관리 미흡， 구매관리 미흡， 부적합관리 미흡， 도면관 

리 미흡， 공정관리 미흡 

본 품질보증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조치 요구서 

를 발행치 않고 감사보고서만 발행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진정공 경영층에 설명하여 시정 및 재발방지 촉구하였으며， 

지적사항은 현장 모니터링시에 이행여부를 재확인 함. 

* 제작착수전 일진정공 Survey 실시 ’ 2003. 12. 2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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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지원기술 개발 

저11 1 절 계측기술 개발 

1. 양방향 유동 튜브 이용 기술 

가 유량 계측 방법론 개요 

ATLAS 실험장치의 저온관 및 고온관등 1차 계통 배관에는 단상의 물 
및 증기 유동 그리고 이상 유동 조건에서 유량 겨1측을 위해 국소 양방향 유 

동 튜브로부터 개 발된 평 균 양방향 유동 튜브 (A verage BDFT; 

BiDirectional Flow Tube)7} 설치 될 예 정 이 다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의 근간이 되는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는 

Heskestad (1973)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어 국소적 화엄속도 계측에 사용되었 

다(그림 4.1-1).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는 그 원리가 Pitot관과 동일하나 유 

체의 입사각이 50도까지 큰 오차 없이 유량을 계측할 수 있고， 또한 양방향 

유동의 계측이 가능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McCaffery둥(1976)은 이를 저속의 공기 유동 조건에서 적용하였다 

McCaffery는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를 튜브 직경 12.7mm-25.4mm로 변화 시 

키며 공기 유동 조건에서 실힘을 수행하여 양방향 유동 튜브의 직경에 무관 

하게 동일한 속도 교정 커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Liu(1990)는 보다 작은 크기 의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를 개 발하 고자 공 

기 4.7-8.8mm의 튜브 직경을 갖는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를 개발하였다. 연 

구 결과에 의하면 국서 양방향 유동 튜브의 속도 교정커브는 튜브 직경에 

의해 정의된 Re수에 무관함을 보였다. 그러나 저속에서 국소 양방향 유동 튜 

브에서 발생되는 압력 강하 값은 McCaffery의 연구결과의 압력강하 값보다 

작게 계측되었다. 

상기 연구자들의 이루어진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는 크게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비교적 큰 입사 각도에 무관하게 속도를 계측할 수 있다. 

튜브의 직경에 무관한 속도 교정 커브를 얻을 수 있다. 

양방향 속도의 계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팀에서는 상기 연구 결과 및 계측 특성에 주목하여 국소 양방 

향 유동튜브의 측정 개념을 응용하여 ATLAS 실험장치 1차 계통 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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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유량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양방향 유동 튜브가 적용될 ATLAS 실험 

장치의 1차 계통 배관에서는 다음의 유동조건이 발생될 수 있다 

동일한 실험 항목에서 물， 증기 그리고 물 및 증기의 이상유동이 번갈 

아 가며 발생될 수 있다. 

실험초기에는 고압에서 운전되나 실험이 진행되면 감압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배관내 1차 계통 냉각수는 포화온도에 도달되어 상변화를 

겪게 된다. 

저온관 및 고온관은 수평관으로 이상류 유동 발생 시에 성층류 유동의 

발생이 예상된다. 

유동조건에 따라 양방향 유동이 발생된다. 

이러한 유동 조건에서 배관 내 평균유량을 계측하고자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개념이 제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이 제시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의 개발을 위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림 4.1-2는 본 연구팀에 의해 제시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의 개념 

도이다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가 평균 Pitot관과 다른 점은 이상 유동 시 수 

평배관의 적용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4.1-2에서와 같이 수평 배관에서 

성층류 유동이 발생하게 되면 Pitot관 압력 배관에는 물로 채워져 있다. 이 

때， 고속의 성층류 유동이 발생되면 유로에 삽입된 평균 Pitot관의 압력도관 

내에 채워진 붙은 배관의 상부와 하부에서 발생되는 기상과 액상의 모멘텀 

차이에 의해 압력도관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이는 차압 계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는 배관에 삽입된 유동 튜 

브에서도 배관에서와 동일하게 성층류 유동이 발생되고， 이때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내에서는 물 유동에 의해 형성되는 속도성분이 수위로 변환되게 

되어 차압계측이 용이하다. 또한， ATLAS 실험 장치에서 실험 시에 급격한 

감압이 발생되면 1차 계통 배관내의 냉각수는 상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배관에 Pitot tube를 적용할 경우 Pitot tube의 압력 튜브에서도 상변화가 발 

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냉각장치가 펼요하다. 그러나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는 이러한 유동조건에서 1차 계통 배관 내에 특별한 냉각 

장치의 장착 없이 속도계측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본 평균 양 

방향 유동튜브를 ALTAS 실험 장치의 수평배관에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동 

기이기도 하다. 

이 러 한 양방향 유동 튜브의 설 계 최 적 화를 위 해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CFD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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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기존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저압의 

불 공기 이상 유동 조건에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를 적용하여 유량 환산에 

펼요한 모델링 및 관련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나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를 이용한 전산해석 코드 평가 

단상유동 CFD 코드인 FLUENT 5.4 코드를 이 용하 여 기 존 

McCaffery와 Liu의 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FLUENT 5.4 코드의 단상유동 예측 능력을 평가하고 평균 양방향 유동 튜 

브 개발을 위한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계산은 실험이 이루어진 유동 

조건에서 수행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고， 또한 단상의 물 유동에 적용하 

여 수치 실힘을 수행하였다. 

(l) Liu(l990) 실험 평가 

Liu 실혐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Liu의 연구에 사용된 다음의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에 대한 평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튜브 직 경 : 4.7mm, 6.4mm, 8.8mm 
튜브 길이 :2아nm 

계산은 2차원 평면을 가정하여 수행하였으며， 2차 up-wind scheme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에서 층류와 난류의 경계점은 Re수 2300에서 결정 

되었으며， 사용된 난류 모델은 표준 k ε모델이다. 그림 4.1-3은 계산에 사용 

된 유로 및 양방향 유동 튜브의 개념도이다. 계산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4는 2차원 평면에서의 속도 분포장을 보여준다 그럼에서와 같 

이 양방향 유동튜브의 후방 센서에는 역 기압이 걸려 총 압력차 값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저속에서의 계측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림 4.1-5는 Liu의 실험 결과와 Fluent 계산 결과 그리고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의 직경에 의해 정의된 Re수에 따른 압력 변화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럼에서와 같이 FLUENT 계산 결과는 Liu의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한다. 그럼에서와 같이 Re수는 튜브 지경에 의해 달라지며， 교 

정 커브의 경향은 튜브 직경에 무관하게 동일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 계산 결과는 FLUENT 전산 코드가 단상유동에 적용될 양 
방향 유동튜브의 설계 최적화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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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Caffery(l976) 실험 평가 

McCaffery 실혐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크기를 갖는 양방향 

유동튜브에 대한 평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튜브 직 경 : 4.7mm, 6.4mm , 8.8mm 

튜브 길이 ’ 20mm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계산 방식은 Liu 실험의 계산 예와 동일하다 
그림 4.1-6은 계산에 사용된 유로 및 양방향 유동튜브의 개념도이다. 계산에 

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7(a)에서와 같이 속도에 따른 압력강하 값의 제곱근은 양방향 

유동 튜브의 직경에 무관하게 선형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Liu의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림 4.1-7(b)에서는 McCaffery의 실험결과와 계산 결과를 Re수에 따 

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McCaffery의 실험 결과는 코드 

계산결과와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Liu의 지적에서와 같이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의 L/D효과가 아닌 McCaffery의 실혐의 계측상의 오차로 보여 

진다 

(3) 양방향 유동 튜브의 단상 물 유동 적용성 평가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의 단상 물 유동에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 

전 연구의 일환으로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에 대한 FLUENT 계산을 수행 

하였다 계산에는 Liu의 실험 결과에 사용된 유로 및 격자 구조를 적용하였 

다. 그림 4.1-8은 계산에 사용된 양방향 유동 튜브의 개념도이다. 계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9는 평균 물속도 1m/s이고 압력 271 압에서 계산된 압력 및 속 

도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양방향 유동 튜브의 전방 센서 

부분에 최대 총 압력이 형성되고， 후방 센서에는 역 기압이 걸린다. 이 

는 단상 공기 유동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속도 분포장은 튜브 내부에 

서 정처1 유동이 발생됨을 보여준다. 유동 튜브 내의 이러한 압력 및 속 

도분포는 이상 유동 기포류에서 기포가 유동튜브 내부로 침투할 수 없 

음을 보여준다 

그림 4.1- 1O(a)는 양방향 유동튜브가 단상 물 유동에서도 공기 유동에서 

와 동일하게 속도와 압력강하 값의 제곱근이 선형의 관계에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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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그림 4.1- 1O(b)는 불과 공기 유동의 계산 결과를 양방향 유동 튜브에서 

정의된 Re수에 따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물 또는 공기유 

동 등 유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Re수에 따라 동일한 유동 특성을 보여준 

다. 이는 단상의 물 또는 공기 유동에서 얻어진 교정커브를 이용하여 각 

유체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11(a)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유체의 온도가 다른 경우의 계 

산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양방향 유동튜브의 유동 특성은 유체 온 

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4.1-11(b)는 동일한 유체 온도 조건에서 압력 이 다른 경우의 계산 

결과이다. 계산 결과는 양방향 유동튜브의 압력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음 

을 보여준다. 

다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개 발 

1차 계통 배관에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를 적용하기 위해 계측 개념 

을 확인하고 관련 유량계산 알고리즘을 개발 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화된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를 설계하여 저압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실험은 단상의 

불 및 공기 유동 그리고 물 공기 수직/수평 유동 조건에서 실힘을 수행되었 

다. 실험 결과 중 단상유동 물 및 공기 실험 결과는 FLUENT 5.4 코드를 이 

용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림 4.1-2는 실험 

에 사용된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의 형상을 보여준다. 

(l) 작동 원리 

양방향 유동 튜브의 작동 원리는 Pitot 튜브와 유사하다 유동이 있는 

배관 내에 튜브가 설치되는 경우 튜브 전단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총 압력 

(tota! pressure)과 동일하다. 반면 튜브 후단에서 측정되는 배압은 튜브 후방 

으로 향하는 유동에 의한 흡입 효파로(suction effect) 인해 정압(static 

pressure)보다 다소 작다. 따라서 양방향 유동 튜브의 전， 후단에 서 측정 된 

압력의 차이는 유동의 동압(dynamic pressure)보다 약간 커지게 되며 이를 

압력 증배 계수(amplification factor) , K로 표현하면 다음 식 (4.1.1)과 같다 

(4.1.1)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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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p ’ 유동튜브에서의 압력 

p . 유체의 밀도 

V ’ 유체의 속도 

겨1 측값 

식 (4.1.1)에서와 같이 양방향 유동 튜브의 전， 후단에서의 차압을 측정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식 (4.1.1)의 압력 증 

교정 상수이다. 

함으로써 배관 내 유동의 속도를 

배 계수 K는 실험에서 얻어지는 

(2)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유동 튜브의 압력 증배 

상 유동에 적용하기 위해 단상의 공기 및 물 유동 

얻고 이를 

교정 실험을 

。1

/-. 
T 

계수 K를 

조건에서 

수직 행한 후 물 공기 이상 유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기 실험 장치에서 각각 수행되었다. 

및 수평 물 공 

수직 물 공기 실험 장치는 물 및 기포 생성용 노즐에 주입되는 공기의 

주입량 제어를 통해 단상의 물， 공기 또는 물 공기 이상 유동 조건을 임의적 

으로 만들 수 있다 실험 장치는 그림 4.1-12에서와 같이 실린더형 

sectioD, 물 저장 탱크， 기포 발생기， 예열기， 물 및 공기 공급 장치， 압력 

test 
;ζ 
←」

절 장치 그리고 계측기 및 DAS로 구성된다. Test sectioD은 가시화가 가능 

하게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 겼으며， 대경은 80mm, 길이는 10m의 원형 수 

직관이다. Test sectioD 입구 하부에 설치된 기포 발생장치는 유로에 주입되 

는 기포의 양 및 기포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주입된 물 공기 이상 유체는 

물 저장 탱크에서 분리되며， 공기는 외부로 방출된다. 이때 유로 내 압력은 

외부로 방출되는 공기 유량을 조절하여 제어한다 수직관 실험 장치에서 단 

상유동 조건 인 경 우 불과 공기 의 최 대 속도는 각각 2.8m/sec , 3.5m/sec 이 다. 

Test sectioD에는 평균 기포 계수를 계측하기 위해 유로 입구 배관에는 

물의 기준 전도도를 계측하는 IVM( ImpedaDce Void Meter) 센서가 그리고 

축 방향으로 이상 유동 기포 계측을 위해 총 3개의 IVM이 설치되었다.IVM 

에서 계측된 평균 기포 계수의 최대 계측오차는 측정값의 2%이다. 평균 양 

방향 유동 튜브는 유로 최 상단에 설치 된 IVM의 후단인 L/D=120인 지 점 에 

설치되었다. 이때， 정압은 IVM과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사이에서 계측된다. 

사용된 정압겨1와 차압계의 계측 오차는 최대 측정범위 값의 0.11%이다. 

입구 배관에는 불과 공기용의 Coriolis 질량 유량계를 각각 설 

유로에 주입되는 불과 공기의 질량 유량을 계측하였다. Coriolis 질량 

질량 유량 겨1측오차는 물인 경우 측정값의 0.6% , 공기인 경우 측 

Test sectioD 

치하여 

유량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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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의 0.4%이다. 유처1온도는 test sectlOD 입구에 설치된 RTD에 의해 계측 

되며 계측 오차는 0.5 0C 이다. 

물 공기 수평관 실험 장치는 고속의 단상 공기 유동에서의 교정 실험 

과， 이상유동시 성층류 유동 실험에 사용되었다. 그림 4.1-13은 수평관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수평관 실험 장치는 수직관 실험 장치와 유사하 

게 test sectioD, 물 주입 장치， 공기 주입 장치 그리고 계측기들로 구성된다. 

Test sectioD의 내경은 수직관 실험장치의 대경과 동일하게 80mm이며， 총 

길이는 4.2m이다 수평관 실험 장치에서 단상유동 조건인 경우 물의 최대 속 

도는 2.4m/sec이나， 공기는 최저 속도가 3.5m/sec로 100 mlsec이하의 고속의 

공기 유동 조건 실험에 적합하다 

Test sectioD에는 성층류 유동에서 평균 기포 계수를 계측하기 위해 

L/D=36 지점에 CVM(CapacitaDce Void Meter) 센서를 설치하였다. CVM에 

서 계측된 평균 기포 계수의 계측 오차는 0.0035로 기포율 20%이상의 성층 

류 유동조건에서 측정값의 1.75%에 해당된다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는 

CVM의 후단인 L/D=37인 지점에 설치되었다. 이때， 정압은 CVM과 평균 양 

방향 유동 튜브사이에서 계측된다. 사용된 정압계와 차압계의 계측오차는 최 

대 측정범위의 0.11%이다. 

Test sectioD 입구 배관에는 물의 질량유량을 계측하기 위해 Coriolis 

질량 유량계가 설치되었다. 이때 계측된 질량유량의 계측 오차는 측정값의 

0.4%이다. 공기 질량유량은 3“ Vortex 유량계， 정압계 그리고 열전대로부터 

계측된다. 사용된 열전대의 계측오차는 2.2도이며， 계측된 공기 질량유량의 

최대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1%이다. 

(3) 단상유동 물， 공기 실 험 

교정 커브를 얻기 위해 단상의 공기 및 물 유동 조건에서 교정 실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수직관에서의 물 속도는 0.06m/ s-2.5m/ s, 공기 속도는 

0.07m/s-3.4m/s까지 변화시켰으며， 수평관에서는 3.5m/ sec- 6Om/sec의 공기 

유동조건에서 실힘을 수행하였다. 그림 4.1-14는 유체의 평균 속도에 따른 

ν강L1P/ p의 변화를 보여준다. 저속의 유동조건에 해당되는 그림 4.1-14를 보 

면 저속에서의 물 및 공기의 V강L1P/ρ가 선형임을 보여주나 그 기울기가 다 

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정 커브를 불과 공기 등의 작동 유처1 및 물성치 

의 변하에 무관하게 사용하기 위해 그림 4.1-15에서와 같이 Re 수에 따라 K 

값을 도시하였다 이때， Re( ~ρ，Dh끼μ)수는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력학적 직경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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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αb 
h- 2(α+ 에 

(4.1.2) 

여기에서 a，b는 양방향 튜브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4.1-15에서와 같이 물 또는 공기 유체의 K값은 Re수에 의해 단일 곡선으로 

fitting되거나 구간별 내삽법 (Piecewise Interpolation)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단상유동에서 얻어진 이러한 K값은 이상 유동에서 각 상의 유량 환산에 사 

용되는 교정 값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유동 유량 계측을 위해 

소구간 별 최소 자승법을 적용하여 K값을 구하였다. 

(4) 수직관 불 공기 이상 유동 실험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를 수직관에서의 이상 유동에 적용할 경우 유량 

계산에 필요한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물 공기 

조건에서 실힘을 수행하였다. 실험이 이루어진 유동조건은 기포 계수 

2.8-42% , 물 및 공기 유동의 최대 겉보기 속도는 각각 2.5rrνs 및 1.5m/s이며 

압력은 1-271 압으로， 유동 양식은 버블리， 슬러그 그리고 천이 유동이다. 

(가) 이상 유동 유량 계산 모델 

이상 유동에서 적용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의 압력강하 값을 유량으 

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모델링이 펼요하다. 양방향 유동 튜브의 기본 

원리는 Pitot 관의 원리와 유사하며， 따라서 Pitot 관의 압력 강하 값에서 이 

상 유동 유량을 예측하는 모델링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혼합 유동 

및 성층류 유동 등 여러 가지 이상 유동 양식에 적용 가능한 일반식을 유도 

하기 위해 양방향 유동 튜브어에1 서 발생되는 압력 강하 식을 다음 식 (4.1.3 

과 같은 일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k2=」X 초:1JL 
PεV~φ 2 - G2/p ε 

여기에서 

G든PeV φ=(l-a)pψf+α'P gV g=P i f+P ε19 

」 조~-"-~뇨쌀 
Pε ap g , (1 -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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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4.1.5) 



식 (4. 1.4)로부터 이상유체의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 떠P rV f+α'P JJ f! P i f+ρ J f! 
U “ • 

ψ pε pε 
(4.1.6) 

식 (4. 1.3)에 이상 유동 시에 발생되는 상간의 모멘텀 교환 인자l 및 단 

상유동에서 얻어진 증배계수 k를 도잉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의 식 

이 얻어진다. 

@=￡[kf q(l Wf+kg 뺑gF 

=￡[kf 마(1 때j+kg 때gF (4.1.7) 

식 (4. 1.7)에서와 같이 이상 유동 조건에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에서 

의 차압과 이때의 기포 계수 값을 계측하게 되면 각 상의 속도 Vg• ν/ 관계식 

을 얻게 된다 이때， 각 상의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두 상의 속도 중 하나가 

따로 계측되거나 상간의 속도를 연결 짓는 보조 상관식이 펼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Chexal에 의해 제시된 Drift-flux 상관식을 이용하여 각 상의 속도를 

계산하였다. Chexal 모델은 유동 양식에 무관하게 수직관 및 수평관에 적용 

할 수 있는 범용 drift-flux 모델로 상향 유동， 하향 유동 그리고 반류 유동 

에 적용이 가능하다. Chexal 모델의 또 다른 장점은 광범위한 실험 자료에 

의해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주어진 유동 조건에서 계측된 α， W'"ω(~f( L1P)) ， P , 

Tg Tf 및 단상유동 실험에서 얻어진 K 값에 Chexal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 

을 수행하면 C, & Vgj 를 얻게 되고 이를 다음의 식에 적용하면 각상의 겉 

보기 속도 및 상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j j=(l 떠μf 

αPgvg 
(1 때[검 F￡] 

사l αCJ1 람)] 
γf 

(4.1.8) 

짧
 
←
펴
 

(4.1.9)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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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x =PxAÎ x (4.1.10) 

식 (4. 1.7)-(4. 1.1 0)을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계산된 겉보기 속 

도값이 일정한 값에 도달하면 계산을 종료한다. 

상기 질량 유량 계산에 사용되는 Chexal Drift- flux model의 예측 

능력 및 모멘텀 교환 인자 I는 계산된 질량 유량의 정확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준다. 따라서 본 실험 조건에 대한 Chexal 모델의 예측 능력 및 모멘텀 

교환인자 l에 따른 양방향 유동튜브의 이상 유동 유량 예측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나) Chexal Drift-Flux모 델 평 가 

실험에서는 유로 입구에 설치된 Coriolis 유량계에 의해 물 및 공기의 

유량이 각각 계측되었다. 본 실험이 이루어진 유동조건에서 Chexal 모델의 

적용성 및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에서 계측된 질량 유량 및 온도 

압력 값을 이 용하여 각 상의 겉보기 속도를 구하 고 이 를 Chexal 모텔에 서 

예측된 각상의 겉보기 속도 값을 비교하였다. Chexal 모델의 계산에 사용된 

입력 변수는 유로 입구에서 계측된 각 상의 질량 유량의 합인 총 질량 유량 

W，(=Wg+W까， 양방향 유동 튜브가 설치된 측정 단면에서의 기포 계수 α 그 

리고 각종 불성치 계산을 위한 온도， 압력 측정값이다. 그림 4.1-16은 계산된 

각상의 겉보기 속도 및 관련 이상 유동 변수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에서와 같이 Chexal모델은 본 실험에서 계측된 물의 겉보기 속도는 최대 

3%, 공기의 겉보기 속도는 최대 15%의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실험이 이루어진 유동조건은 대기압에 가까운 저압 조건으로 밀도 차에 

의한 상간의 속도 차가 최대인 유동 영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동 영역은 

기존의 이상 유동 유량 계측에서 상간의 속도를 얻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온 

균질 유체 모델(homogeneous)을 적용할 경우 그 오차가 최대가 되는 조건에 

해당된다. 

(다) 이상유동 유량 계산 

기포 계수가 낮은 유동 조건에서와 같이 유로 내의 기포의 크기가 센 

서의 직경에 비해 충분히 작고 유동 튜브 전단에서 유선을 따라 기포가 입 

사해오면 상간의 모멘텀 교환은 무시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포의 크기가 큰 

고 기포 계수 영역에서는 상간의 모벤텀 교환이 크게 발생 되어 계측된 차 

압 값을 유량으로 환산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모멘텀 교환 인자는 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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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계수영역에서는 1, droplet 유동에서는 2임이 알려져 있다 표 4.1-1에는 

Pitot관에 널리 적용되는 기존의 모멘텀 교환 인자l를 정리하였다 

그림 4.1-17에는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에서 얻어진 차압 정보와 

Chexal 모델을 이용하여 수직관에서 적용 가능한 모멘텀 교환 인자l에 따른 

각 상의 질량 유량을 계산하여 Coriolis에서 계측된 물 및 공기의 주입 질량 

값을 비교 도시 하였다. 그림 4.1-17에서와 같이 계산된 질량 유량 값은 각 

모멘텀 교환 모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Adorni모텔에 의해 계측된 공기 

의 질량 유량은 실제 값보다 크나 총 질량 유량 및 유동건도는 비교적 정확 

하게 예측되었다. Neal&Bankoff의 모델은 물 및 공기의 질량 유량을 낮게 

예측하며， 측정된 유동 건도의 산포도도 크다 Malnes모델은 각 상의 질량 

유량을 과도하게 예측하고， 계측된 유동건도는 실제 값보다 낮게 예측한다 

Walmet&Staub 모델은 공기의 질량유량은 잘 예측하지만 물의 질량 유량은 

크게 예측한다. 

제시된 모델 중 Bosio&Malnes 모델은 본 실험 데이터의 이상 유동 변 

수들을 비교적 잘 예측한다. 그림 4.1-17에서와 같이 Bosio&Malnes 모텔에 

의해 예측된 이상 유동 변수는 참값과 비교 시 15%의 계측오차를 갖는다 

그림 4.1-18에서와 같이 Bosio&Malnes에 의해 계산된 모벤텀 교환인자 J의 

범위는 1.0- 1.5사이였으며， 이는 Davis의 모텔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Bosio&Malnes 모델의 모벤텀 교환인자는 기포계수가 1에 접근하면 급격히 

증가하며， 따라서 기포계수가 큰 유동 조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 

요하다 

(라) 새로운 모벤텀 교환인자 

주입된 물 및 공기의 질량 유량을 이용하여 각 상의 속도를 구하고 이 

를 식 (4. 1. 7)에 대입하면 모멘텀 교환인자를 얻게 된다. 그림 4.1-18에는 이렇 

게 얻어진 모멘텀 교환인자를 기존에 제시된 모멘텀 교환인자 상관식에 의 

해 계산된 값과 비교 도시하였다. 그림 4.1-18에서와 같이 실험이 이루어진 

기포 계수 0.4 이하의 영역에서 기존의 모텔에 의해 계산된 모멘텀 교환인자 

는 본 실험에서 얻어진 모멘텀 교환인자보다 작게 예측하고 있다. 구해진 모 

멘텀 교환인자는 유동의 변화에 무관하고 기포 계수만의 함수였으며， 다음의 

상관식에 의해 상관식화 되었다. 

J.α)=2 1.25 
1 +e (a-O 껑:)/0.15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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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에서와 같이 식 (4.1.11)의 실험 상관식은 실험에서 얻어진 

모멘텀 교환인자를 최대 10% 오차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양방향 유동 튜브에서 얻어진 차압 값으로부터 보다 정교한 이상 유동 

의 질량 유량 계산을 위해 식 (4.1.11)의 모멘텀 교환인자를 사용하였다. 그림 

4.1-19는 Chexal drift-flux model과 식 (4.1.11)에 의해 계산된 이상유동 변수 

값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새로이 제시된 모멘텀 교환인자를 사용하여 

이상유동 유량을 계산한 결과 각 상의 질량 유량은 10% 범위에서 계측이 가 

능하다 이는 Bosio&Malnes모텔에 의해 계산된 값과 비교하면 제시된 새로 

운 모멘텀 교환 인자가 Bosio& Malnes모텔에 비해 이상유동 질량 유량을 

5% 정확하게 예측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수평관 물 공기 이상 유동 실험 

ATLAS 실험 장치의 1차 계통 배관인 수평관에서 예측되는 이상 유동 

유동 양식은 성층류 유동이다. 따라서， 본 실험 연구에서는 대기압에서 운전 

되는 물 공기 이상 유동 실험 유로에서 성층류 유동양식에서의 질량 유량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실험이 이루어진 유동조건은 기포 계수 38-96% , 물 및 

공기 유동의 평균 속도는 각각 0.3- l.2m/ s 및 3.0-18m/s이며 압력은 171 압으 

로， 유동 양식은 성층류 유동에 국한되었다. 실험에서 평균 양방향 유동 튜 

브의 차압 값은 유동 튜브 상， 하에서 각각 측정하였으며， 기포 계수는 CVM 

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가) 이상유동 유량 계산 모델 

성층류 유동 조건에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로부터 얻어진 차압 값을 

이용하여 각 상의 질량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직관에서와 같이 물리 

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의 전단 센서부에서는 성층류 

유동 중 물의 속도 성분이 수두로 변환되어 차압계를 통해 압력 값으로 계 

측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성층류 유동에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내의 

전 후단 센서 상부에 형성되는 압력 분포는 그림 4.1-20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양방향 유동 튜브 상단에 설치된 차압계로부터 얻어지는 차압 값 φg 

는 기처1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차압이고， 하부에서 계측되는 차압 값 L1p는 

불과 공기에 의해 형성되는 차압이다. 이때， 양방향 유동 튜브의 전단에서 

물의 속도에 의해 수두로 변환되어 형성되는 불기퉁은 공기 유동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즉， 공기의 유동이 증가하게 되면 물기퉁을 유동튜브의 상부로 

- 446 -



밀어 올려 (Liquid holdup현상) 하부에서 계측되는 압력 값을 감소시킨다 이 

러한 상간의 모멘텀 교환은 수직관에서의 모멘텀 교환 인자와 유사하게 

liquid holdup 인자 J로 정의할 수 있고， 이때 양방향 유동튜브에서 계측되는 

차압 값은 각상의 속도로 다음의 관계식에 의해 표시된다 

φg=3짧앓 (4.1.12) 

L1p L1p g +융[따쩨l 량)] (4.1.13) 

위의 식 (4. 1.1 2)과 (4. 1.1 3)로부터 증폭 계수 kf kg 그리고 liquid holdup 

인자 l가 알려지면 유동 튜브 상， 하부에서의 차압 계측 값으로부터 각 상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차압 증폭 계수는 기 수행된 단상유동 실험에서 

얻어진 교정상수이고， liquid holdup 인자 f는 본 실험에서 얻게 된다. 

( 나) Liquid holdup 인 자 

유로 입구에서 주입된 물의 질량 유량을 이용하여 물의 속도를 구하고 

,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상부에서 계측된 차압 값 φg를 식 (4. 1.1 3)에 대입 

하면 liquid holdup 인자 f를 얻게 된다 이러한 liquid holdup 인자의 거동은 

반류 유동시의 flooding 현상과 유사하며， 따라서 Wallis 무차원수를 도입하 

여 상관식 화 하였다 그림 4.1-21에는 이렇게 얻어진 liquid hold up 인자를 

Wallis 무차원수의 비인 ßw (βψ든j* ‘/(j* ‘ +j* f))로 도시하였다 그림 4. 1.21은 

liquid hold up 인자가 ßw"11 의해 성공적으로 상관식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만약， 공기의 유동이 없다면 .r 1 이 되고， 물 유동에 비해 공기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커지면 .rO으로 근사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기체 속도 조건에 
서 압력이 증가되면 공기의 밀도 증가에 따른 기체의 모멘텀이 증가되어 

liquid holdup이 증가된다. 제시된 M솜 ]의 이러한 정성적인 경향을 잘 만족 

한다. 그림에 도시된 데이터를 &에 대해서 상관식으로 만들면 아래의 식 

(4. 1.14)의 상관식이 얻어진다. 

J (1 염}Ðiì) 1.1뼈79 (4.1.14)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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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 E 

ypgjg+Y P tj t a ω 

。}
E 야

 
나
 

적용되어 각 상의 식 (4.1.12), (4. 1.1 3)에 제 시 된 식 (4. 1.14)는 

는데 사용된다. 

(다) 직접 계측법에 의한 성층류 유동 유량 계측 

계수 포
 
「

• 

슨
 

U 얻어진 불과 공기 유동조건에서 

고
 
끊
 

돼
 계
 

J 

복
 

자
 
바
」
 에
 

인
 
여
 

갱
 

P 

하
 1r 

매
 
용
 4. 

。

이
1
 

Lu 

뼈
 

띠
 

단상유동의 

구
 
동
 

입
 

유
 

변수들은 

양방향 

계수 kf.kg 

Re 무차원수에 의해 얻 속도에 의해 정의된 λ"61 
。..，단면에서 다음과 같이 

어졌다 

」

」

(4.1.15) 

(4.1.16) 

Re ι=건P딴I 
J μf 

Re~=권￡딴s 
g μg 

조건과 주어진 입구에서 그럼에서와 같이 이상유동 변수를 

오차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산결과는 

비교시에 15%의 

Vf,Vg 

L1Þg의 겨1 

관계식은 수평관 

기포율과 건도 

절에서는 이러 

계측된 φg를 사 

속도를 구하였다 

이용한 성층류 유동 유량 계측 (라) 수평관 모델을 

야
 
나
 

각상의 

측정된 차압값 

계측되고 L1p가 

상부에서 

압력차 -
종
 

식 (4. 1.1 2)와 (4. 1.1 3)에 서 

얻어지면 튜브 

이때， 각 상의 속도 

또는 성층류 유동시의 

부터 얻을 수 있다. 본 

모델을 도입하여 상부에서 

kA! 식 (4.1.14) 

양방향 유동튜브 상， 하에서 측정된 차압 값 

수행하여 각상의 유량 정보를 얻었다. 계산 

도시되었다. 그럼에서 x축의 이상 유동 

유량 계측 값과 CVM에서 계측된 평균 

계측 값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이때， 증폭 

의 

L1Þ g L1p를 

결과는 그림 

에서 주입된 물 및 공기 

튜브 전단에서의 기포율 

있다. 

상관식 

강하 식으로 

양방향 유동 

/-. 
T 

압력 

drift-flux 

。LQ..

= " 
drift-flux 

관계식이 

측 없이 각상의 속도를 

에 적용 가능한 

(quality) 관 계 또는 

한 수평관 상관식 

의 

L1p만을 사용하여 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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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hart MartineJJi Model{J 949) 

1949년에 제시된 Lockhart Martinelli 모델은 유동양식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본 모텔에서는 불과 기체가 난류유동인 경우에 다음의 식 (4. 1.1 7) 

에서와 같이 기포 계수와 각상에 의한 압력강하를 이용하여 질량 건도를 얻 

게 된다. 

l二Q =O.Z3 . (~二d:) 0 없 • (건융 )0 2lì.(칸1) O.C17 

pz μg 
(4.1.17) 

식 (4. 1.1 7)에서 질량 건도를 구하면 기상과 액상의 속도는 질량건도의 

정의에 의해 다음 식 (4. 1.1 8)에서 구해진다. 

깅용 l二g 걷I 
Vf l-x α Pg 

(4.1.18) 

식 (4. 1.1 8)을 식 (4. 1.1 2)와 (4. 1.1 3)에 대 입 하 여 정 리 하면 최 종적 으로 다 

음의 식을 얻게 된다. 

Vf=(때[뼈f+繼(뚫)2댐)2lfβ (4.1.19) 

상기 식 (4. 1.19)를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각 상의 

속도를 얻게 된다. 

그림 4.1-23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이상유동 변수를 비교한 그림 

이다. 그럼에서와 같이 물 속도는 낮게 예측하고 기체 속도는 과도하게 예측 

한다. 이는 Lockhart Martinelli 모델이 본 실험 데이터의 질량 건도를 과도 

하게 예측한데서 발생된 결과이다. 

Cnen and SDeddinR Model{J 983) 

Chen 모델은 비교적 최근인 1983년도에 제시된 모델로 난류 난류， 층 

류 층류 유동에서 기포율을 이용하여 체적 건도를 구하는 모델이다. Chen 

모델의 기포율과 체적 건도율( β든j g/ j)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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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 n/ Pf!'\ h/ f1 =I<<←ι)a(~)b(~)C 
l α l-ß/ 'Pg μf 

(4.1.20) 

Chen 모델의 특성은 상관식에 적용되는 상수가 표 4.1-2에서와 같이 

기포율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식 (4. 1.20)에서 체적 건도가 구해지면 체적 

건도의 정의에 의해 다음 식에 의해 속도 관계식을 얻는다. 

깅용 )펴← .~二q
Vj 1 β α 

(4.1.21) 

식 (4. 1.21)을 식 (4. 1.1 2)와 (4. 1.1 3)에 대 입 하 여 정 리 하면 최 종적 으로 다 

음의 식을 얻게 된다. 

Vj=(짧i[빼f+Ji2oP o(~) 2(다) 2lr
/2 

\ r! ".g.g' 1 β / (4.1.22) 

위의 식 (4. 1. 22)를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각 상의 

속도를 얻게 된다. 그림 4.1-24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이상 유동 변수 

를 유로 입구에서 계측된 값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4.1-24에서와 같이 

Chen의 상관식은 기포 속도와 물 속도를 비교적 잘 예측하나 물 속도가 및 

기포 속도가 가장 낮은 실험 조건에서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 

Taitel & Dukler Model{J 976) 

Taitel&Dukler는 수평관 유동조건에서 성층류 유동으로의 천이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성층류 유동 천이식 (4. 1.23)에서 성층류 수위는 

Martinelli 변수 % 그리고 기포율에 의해 결정된다. 

ç" , Çi , ç 
(Vj'Dj) “. (흐) . 야 'X2--(~. D ß) …. (τ=흔+ ~' +늑) . V삼 (4.1.23) 

Af g ￡ AgAfAg 

여기에서，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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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

챔
」
←
←

g
g
a
 

τ
U
 )Dg 

T 4Af 
L/f- ;::. 

'-,f 

Af=숍 =0 껑{ π = -1(2hr 1) +(2ι 1)[1-(μ2짜ι 1)떠)2꺼2깐]11 

강=씀숍중 =0때껑{얘= -1(2hr 1) -(2ι 1)[1-(μ2짜ι 1)떠)2꺼2깐]1 

후=훌 =π = -1(2ι 1) 

çg=홈 ==-1μ 1) 

흔=훌 =[1-(2ι 1?]1/2 

양방향 유동 튜브의 유량 계산을 위해 측정된 기포율을 식 (4. 1.23)에 대 

입하여 Martinelli 계수 )(2를 구하고， 이를 다시 다음의 압력 강하 식에 대입 

하여 상의 겉보기 속도 관계식을 구하고자 하였다 

2 (φdz) f r C'j..Lj tIν까 “ 
X =[ m]( )(7) 

(φdz) g -l CjLUν와 
(4.1.24) 

이렇게 구해진 겉보기 속도 관계식을 이용하여 체적 건도 R를 계산하 

여 Chen의 상관식의 적용 예에서와 같이 식 (4. 1.22)에 대입하여 각상의 속 

도 계산을 수행한다. 계산에서 계수 η m은 물 및 공기 유동이 난류 유동임 

을 가정하여 0.25로， ι;Cg 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4.1-25는 계산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본 모델의 적용 시 기체 속도는 20-30% 과 

도하게 예측하고， 물 속도는 낮게 예측한다 그러나 총 질량유량은 비교적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F riedeZ M odeZ(] .9RO) 

Friedel은 수평관 및 수직관에 적용 할 수 있는 다음의 이상유동 압력 

강하 식을 제시하였다 Friedel 모델은 μ tIμg< lOOO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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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유체의 이상 유동에서 25%의 오차를， 물/공기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 

체로 구성된 이상 유동 조건에서 50%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camustafaogullari 외 ,1989). 

? ~ , :l .24 , F. H 
φη E+ _v~"':.::r:: r. rvx 10 ~， FrO.045. l-té0.035 

여기에서 

E (1 씨 2+X2(~)(용) 
r-' g Jfo 

F=χ』 염(1 씨0.24 

Pf '\n ql/ f1Q" '\n lq/ Llu '\n 7 H=(끄 )u."↓(~)u ↓"(쏘 )U.I 

Pg μf μf 

r = c:.
2

? (1 + X~)2 
gDpí ,- Pj 

C2D /, L10 끼 Me = '-'.L/ (1 +x~ )ι 
IJPj Pj 

Re .~= GD 
~ μ x 

식 (4. 1.25)에서 압력강하 계수 φ%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4.1.25) 

~? (φdz) F ‘ I I (4. 1.26) 
~jo- (dp/dz) ψ ‘ I 

이때， 식 (4. 1.26)에서 단상유동 및 이상유동 압력강하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dp/dz) ψ =2/ψ . (G 2/(P찌) (4.1.27) 

dp/dz) F=2μ . (G 2 /(p JJ)) (4.1.28) 

식 (4.1.27) 및 (4. 1.28)을 식 (4. 1.26)에 대 입 하 고 정 리 하면 휩는 다음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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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o=(꿋). (~)=(팎) m. (~) 
Jfo t-' nι P- nι fJ nι 

여기에서， 

l 펴 j 요二싫 
p ，μ ap g , (1 떠P! 

μm=Xjμg+ (l -x)μf 

←L_-τ+J뇨~ 
Pm Pg P! 

(4.1.29) 

양방향 유동 튜브의 유량은 계측된 L1p와 식 (4. 1.25)와 식 (4. 1.29)를 이 

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각상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1-26은 

이렇게 계산된 이상유동 유량 관련 변수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Friedel모델은 기포 속도를 40% 크게 예측하고， 물 속도는 65% 작게 

예측 한다. 이때， 총 질량 유량은 55% 작게 예측한다. 

Premoli Model{J 970) 

Premoli 모델은 Friedel 모델과 같이 유체의 질량속을 고려한 상관식으 

로 광범위한 실험데이터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졌다. Premioi 상관식을 사용 

하면 식 (4. 1.30)에서와 같이 상의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 

S= l+E ,( , , V ", -yE?) 1(2 
• 1 +yE2 

ι 

여기에서 

y-←갑← =←싫L 
l β l α 

E
1 

= 1.5'i8Re -0.13 ( ~!) 0.'12 

,- g 

E
2 

=O.0Z73Me . Re -O.SI( ~ f) -0 뻐 
,- g 

Re= GD 
μf 

Me= C
2
D 

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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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유동 튜브의 유량은 계측된 L1p와 식 (4. 1.25)와 식 (4. 1.30)을 이 

용하여 반복 계산을 통하여 얻는다 그림 4.1-27은 이렇게 계산된 이상유동 

유량 관련 변수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Premoli 상관식은 

물 속도는 비교적 잘 예측하나 기체 속도는 큰 산포도를 보이면 낮게 예측 

한다. 

Dηft-Flux Model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를 이용한 수직관 유량계측에서와 같이 

drift-flux model을 이용한 유량계산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drift-flux model 

는 수직관에서와 같이 Chexall model로， 이는 수평관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모델이다. 계산 알고리즘 또한 수직관에서와 동일하며 계산된 결과는 그림 

4.1-28에 도시되었다. 그럼에서와 같이 Chexal의 drift-flux model은 Chen 상 

관식과 더붙어 본 양방향 유동 튜브와의 조합시에 비교적 정확한 유량을 계 

측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양방향 유동 튜브 설 계 최 적 화를 위 한 FLUENT711 산 

실험결과와 FLUENT711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 

다. 수치 계산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험이 어려운 고압 유동 조건 

또는 계측기가 설치된 조건과 동일한 기하학적 조건에서 교정 커브를 얻기 

위해서이다. 실험에서는 입구로부터 약 8m 상부에 계측기가 장착되었으나 

계산에서는 유로 길이 3m로 가정하여 수행되었다. 이는 8m의 유로 길이에 

서는 늘어난 격자로 인해 계산에 소요된 시간이 너무 증가하여 효율적인 계 

산을 위해 유로 길이를 3m로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대 

한 검증 해석을 수행하여 8m와 3m 배관에 대한 계산 결과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FLUENT 코드를 이용한 유동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4.1-30은 계산에서 얻어진 전형적인 압력 및 속도장을 보여준다. 

속도장 및 압력장의 특성은 Local 양방향 유동튜브의 계산 결과와 동일한 경 

향을 보여준다. 

그림 4.1-31은 수직 단상 물 유동 실험에서 얻어진 k값과 계산에서 

얻어진 k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계산에서 얻어진 k값은 실험에서 얻어진 k값 

보다 근소하게 크게 나타났다(최대 3%의 오차). FLUENT 계산이 유로 길이 

3m에서 얻어진 결과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오차로 볼 수 

며 실험 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54 -

。1 。
λκ ←→ 



그림 4.1-32는 수직 단상 공기 유동 실험에서 얻어진 k값과 계산에 

서 얻어진 k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입구 공기 속도가 1.0 m/ s 이상의 유동 

조건에서는 FLUENT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속 유동 조건에서는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매우 큰 편 

차를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FLUENT 코드와 같은 상용 CFD 코드가 저 

속 유동 조건을 모의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코드의 한계로 여겨진다. 

그림 4.1-33은 수직 단상 물 및 공기 유동에 대한 해석 결과를 Re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Re 수가 1000 이하의 수직 단상 공기 유동의 경우 실 

험 결과와 계산 결과가 큰 편차를 보이지만 양방향 유동 튜브의 상용화 및 

ATLAS 실험 장치에 적용할 경우 관심 있는 영역인 Re 1000 이상의 유동 

조건에서는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FLUENT 계산 결과는 FLUENT가 추후 단상유동에서 k값의 교정 커브를 

얻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34는 수평관 단상 공기 유동 실험에서 얻어진 k값과 계산 

에서 얻어진 k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입구 공기 속도가 lO rrνs 이상의 유동 

조건에서는 FLUENT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 m/ s 이하의 저속 유동 조건에서는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 

가 차이를 나타낸다. 이때， 최대 오차는 7%로 이내이다 수평관 단상 공기 

유동 실험에 대한 FLUENT 코드 계산 결과는 수직 배관의 유동뿐만 아니라 

수평 배관의 유동에 대해서도 FLUENT 코드를 이용한 수치 해석이 타당함 

을 보여준다. 

그림 4.1-35는 실제 적용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의 설계 최적화를 

위해 유동 튜브의 규격을 달리한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림들이 

다. 그림을 보면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의 규격이 k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동 튜브의 규격에 상관없이 k값의 선형성은 유지됨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계산 결과는 원하는 실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유동 튜브를 제작하여 유량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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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 선 이용 2상유동 밀도 측정 기볍 

가 개발 필요성 

감마선 및 X 선 등의 방사선 감쇄특성을 이용한 계측방법의 경우， 2상 

유동 밀도와 같은 측정변수에 대한 정확성은 주어진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개수의 방사선이 계측되는가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된다. 즉， 최종 측정 변 

수에 대한 오차는 계측된 방사선의 개수의 1/2승에 반비례하게 된다. 

정상상태의 실험에서는 방사선 계측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계측되는 

총 방사선의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상수가 매우 작은 빠른 

천이 유동의 경우에는， 방사선 계측시간을 천이유동의 시간상수 보다 짧게 

유지하여야만 의미있는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2상유동 밀도 등의 

계측변수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방사선의 발생이 필요로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마선 감쇄율 측정방법의 경우， 방사성 동 

위원소의 actlvlty 제한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flux를 갖는 감마선을 생성하 

기 어렵다 하지만 X 선 발생장치를 이용할 경우， 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마선 

에 비해， 매우 높은 flux를 갖는 X 선을 보다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X 선 발생장치의 경우， 비사용 기간동안에는 X 선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속 천이유동시 2상유동 변수의 측정을 위해， X 선 감쇄특성 

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측정원리 및 측정계통의 구성 

2상유동 기포율 또는 밀도의 측정에 있어서 감마선을 이용하는 경우와 

X 선을 이용하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마선은 일반적으로 단일 에너 

지를 갖는 반면에 X 선은 최저 에너지에서부터 최대 에너지까지 연속적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에너지 별로 X 선의 선형감 

쇄계수가 달라지게 된다. 

그림 4.1-36에서와 같이 2상 유체의 매질에 에너지 E를 갖는 line 

beam 형태의 X 선이 입사한 경우， 투과된 X 선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X 

선의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N(E) = '̂" (E)exp [- (μ때I (E)twc‘11+ (1-0: )μf(E)d+ o:，띠E)d)] (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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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상유동 선 평균 기포율은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계산될 수 있 

다. 

Q 드프 

폐JE' N(E)d꺼1IE. N(E빡] 

댄야 N(E)d꺼/t매 N(E꽉] 
(4. 1. 32)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중 X 선。s 사용되는 경우， 2상유동 전체 단면적 

에 대한 면적 평균 기포율은 각각의 션 평균 기포율에 X 선의 투과 길이의 

가중치를 곱하여 적분함으로써，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
--N 
r~ 
1 

α
 

N 
r~ 
1 

-
α
 

(4. 1. 33) 

배관내에 액체상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낮은 에너지 영역의 X 선 투과 

율이 높은 에너지 영역의 X 선 투과율에 비해 낮아지게 되며， 전체 투과 X 

선의 개수에서 높은 에너지 영역의 X 선의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다. 이러한 현상을 “ Beam Hardening"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단일 에너지 

감마선과는 달리 투과 X 선의 개수와 2상유동 기포율 사이에는 완벽한 선형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식 (4. 1.32)를 기초로 하여 2상유동 기 

포율을 계산할 때에는， beam hardening에 의한 기포율 측정 오차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X 선 밀도계는 X 선 발생장치 계통과 X 선 검출 

기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1-36은 X 선 밀도계의 측정 계통 개략 

도를 보여준다. 

X 선 발생 장치 계 통은 X 선 튜브， 고전 압 발생 장치 (High Tension 

Generator), 그 리 고 Control Cabinet 및 Console로 구성 된 다 표 4.1-3은 X 

선 발생장치의 사양을 보여준다.X 선 검출기 계통은 선형 배열 X 선 검출 

기， Anti-scattering collimator, 그리고 자료 처리 계통으로 구성된다. 표 

4.1-4 및 그림 4.1-37는 선형 배열 X 선 검출기의 사양과 구조 및 측정원리 

를 보여준다. 

2상 유체를 투과하여 검출기에 입사한 X 선은 inten sifying scree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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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된다. Inten sifying screen은 흡수한 X 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방출 

한다. 방출된 가시광선은 선형 배열된 살리콘 포토다이오드에 의해 흡수되 

고， 실리콘 포토다이오드는 흡수된 X선의 flux와 에너지에 비례하는 전기 전 

류를 발생한다 발생된 전류는 적분 회로에 의해 증폭되고 적분된다. 이에 

따라 총 적분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이 아날로그 회로에 의해 생성된다 아날 

로그 전압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디지 

털 신호 처리과정을 거친 후 Frame Grabber Board로 전송된다 

선형 배열 X 선 검출기는 가로X세로의 크기가 0.8xO.8mm인 2567H 의 

silicon photodiode가 일렬로 배열된 구조를 갖으며， 최소 측정 시간은 0.4 

msec이다 따라서 고속의 천이상태를 겪는 2상유동에 대하여， 최대 2567H 의 

선 평균된 2상 유동 밀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ti-scattering collimator는 2567H 의 미 세 collimator를 일 렬 배 열 한 

형 태 로써 , 2567H 각 각 의 collimator는 2567H 각 각의 photodiode 검 출기 에 일 

대일 대응한다 또한 각 collimator의 경사각은 X 선 튜브의 중심과 2567H 

각각의 photo diode 검출기가 이루는 경사각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다. 따 

라서 2상 유체 및 수평 배관과 상호작용없이 투과한 X 선은 photodiode 검 

출기에 입사할 수 있지만， 2상 유체 및 수평 배관과의 산란에 의해 경로가 

변경된 X 선은 photodiode 검출기에 입사할 수 없다 Anti - scattering 

collimator의 vane의 재질은 X 선 흡수율이 매우 높은 텅스텐으로써， 각각의 

vane의 두께는 0.125 mm이고 길이는 25 mm이다. 

다 X 선 밀도계 성능확인 시험 

선형 배열 X 선 검출기를 장착한 X 선 밀도계의 2상유동 기포율 및 

밀도 측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상유동 모사체를 이용한 성능확인 

시힘을 수행하였다. 

수평관내 2상 유동을 모사하는 물질로는 아크릴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 

유는 아크럴의 방사선 감쇄특성이 물의 방사선 감쇄특성과 유사하고 정밀가 

공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평관내의 기포유동， 슬러그/플러그 유동， 환상 유 

동， 그리고 성층 유동을 모사할 수 있는 아크릴 2상 유동 모사체를 제작하였 

다. 수평 배관 모사부는 내경 66.7 mm, 두께 9 mm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 

었다. 

X 선 밀도계의 기포율 측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o x 선 튜브 인가전압 : 70 k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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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선 튜브 인가전류 

o X 선 검출기 적분 시간 

。 반복 측정 횟수 

: 25 mA 

2.67 msec 

’ 500 회 

。 2상 유동 모사체 기 포류(5종)， 슬러 그/프러 그류(5종) 

환상류(5종)， 성 층류(7종) 

그림 4.1-38~4.1-41은 식 (4. 1.2)로부터 계산되는 각각의 Photodiode에 

서 측정된 선 평균 기포율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각의 2상 유동양식에 따른 기포의 분포와 기포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매우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X-ray 밀도계는 다양한 

2상 유동양식을 판별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2상 유동양식의 판별을 위한 별 

도의 신호처리 기술이 없이도 측정된 data로부터 바로 2상 유동양식을 판별 

할 수 있다. 

그림 4.1 -42 ~ 4.1-45는 식 (4. 1. 33)에 의해 계산된 면적 평균 기포율 측 

정오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2회의 반복 실험에 대한 결과를 동시에 보여준 

다. 이 때 면적 평균 기포율은 500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포율 

측정 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 α…끼껴 C>~， ... "'~ α?끼 사끼”끼 l 
Aαmeasμred (%) = 、 …ν…… … 1 ν I ν“νν :"'*100 

……u… … αfull of gas (= 1.0) (4. 1. 34) 

본 연구에서 구축한 X-ray 밀도계는 2.67 msec의 매우 짧은 신호 적분 

시간을 갖으면서도， 사용된 모든 2상 유동 조건에서 1회 (2.67 msec) 측정시 

예상되는 최대 측정 오차는 95%의 신뢰도 범위에서 3.6% 미만이었다. 

기준 기포율은 digital vemier calip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때 

2상 유동 모사체 의 치 수에 대 한 digital veriner caliper의 측정 오차는 

O.lmm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2상 유동 모사체의 기준 기포율의 오차 범위 

는 기포류의 경우에 가장 크다 최대 예상 오차는 기포율 1을 기준으로 

0.909% 미만이다 다른 유동 조건에 대한 최대 예상 오차는 기포율 1을 기준 

으로 0.292% 미 만이 다. 

그림 4.1-46은 내경 60~200 mm의 알루미늄 배관 및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에서의 2상 유동시 예상되는 X 선의 beam hardening에 의한 기포율 측 

정오차를 보여준다. 기포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관의 대경이 증가할수록 

X 선 밀도계를 이용한 기포율 측정오차가 증가하며， 알루미늄 배관에서의 

beam hardening 효과가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대 예상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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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만으로써 beam hardening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다. 

3. 파단유량 측정 기술 

ATLAS 실험장치에서 파단 유량 계측이 필요한 곳은 냉각재 상실 사 
고시에 배관 파단이 예상되는 1차 계통 배관， DVI 배관， 증기 발생기 주 증 

기 배관 ，증기 발생기 급수 배관 그리고 증기 발생기 U-tube등C 다 이중 증 

기발생기 U-tube를 제외한 모든 파단 유량은 격납용기에 설치된 전자저울 

및 증기 유량계에 의해 계측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격납용기에 설계 

된 파단유량 계측 방법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파단 유량 계측 개념 

ATLAS 실험장치의 파단 유량은 기본적으로 격납 용기에 설치된 증 
기 유량계 및 전자저울에 의해 계측된다. 그림 4.1-47은 격납 용기 계통에 

설치된 계측기기 배치도이다. 증기 유량계를 이용한 증기 파단 유량 계측 계 

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유량 계측 방법과 동일하며， 이는 본 보고서 

의 제 2장 5절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계측 개념 확인 

을 위해 수행한 전자저울을 이용한 파단 물 유량 겨1측법에 관해서만 기술 

하고자 한다. 

전자저울은 유체의 정적인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고 정밀의 계측기기 

로 유량계 회사에서는 불용 유량계의 교정 장비로 많이 사용한다. 총 5개로 

구성된 ATLAS 실험장치의 격납 용기는 동일한 수의 전자저울 위에 각각 
설치되어 격납용기로 유입되는 물의 무게 계측에 사용된다. 이러한 무게의 

변화는 유입되는 물의 질량 유량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나며， 이를 적절 

히 분석하면 유입되는 물의 순간 질량유량을 얻을 수 있다. 

나 파단 물 질량 유량(Water Break Flow Rate) 계측법 

격납용기에 유입되는 물의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전자저울에서 계 

측된 무게 값의 시간당 변화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검-liLι댄 ~MT r(t+ L1t) - M T r (t) 
μuæγ bmm dt L1t (4.1.35) 

식 (4. 1.35)에 의하면 순간 파단 질량 유량은 전자저울의 계측 시간 차 

4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유량의 변화가 급격한 유동을 계측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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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계측 시간 차 L1t가 작은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차의 감소 

는 계측 오차의 증가를 동반 할 수 있어 사고 시나리오 별로 예상되는 파단 

물 유량의 변화를 사전 분석하여 시간차를 조정하여 계측오차를 최소화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시된 파단 물 유량 계측 개념의 확인을 위해 ATLAS 실험장치에 적 

용될 격납용기 계통을 모의하는 소형 탱크를 이용하여 제시된 측정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 전자저울 계측 실험 

(l) 실험 개요 

실험에 사용완 전자저울은 Sartorius전자저울로 ATLAS실험장치에 사 

용될 전자저울과 동일한 규격을 갖는다. 다만， 축소된 소형 실험 장치임을 

고려하여 전자저울의 총 계측 범위는 15kg인 것이 사용되었다. 그림 4.1-36 

은 실험용 소형장치의 구성을 보여준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구성 현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 저울 총 계측 가능 질량 : 15kg 

격납용기 모의용 용기 및 연결배관 무게 : 3되，g 

전자저울 종류 ’ Sartorius Load Cell형 전자저울 

전자저울 오차율 : 0.5g 미만 

실험 장치에서 격납용기로 연결되는 배관은 그림4. 1.48에서와 같이 

Flexible Tube로 연결되었다. 이때， 격납용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연결 위치 

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격납용기 모의부 상부 및 측면에 각각 연결 

시켜 실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실험에서 주입된 유량의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 Rosemount Coriolis CMF 유량계가 사용되었다. 유량계의 총 계측 가 

능 유량 범위는 3.75kg/s로 계측오차는 측정값의 0.4%이다. 전자저울에서 출 

력되는 출력 값은 RS232C를 통해 컴퓨터로 저장된다 이는 ATLAS 실험장 

치와 동일한 입출력 방식으로， 데이터 변환 및 전송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 

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실험에서 전자저울은 무게 값을 

10Hz로 출력한다. 

실험은 정상 상태 실험과 과도상태 실험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정상 

상태 실험은 무게가 알려진 분동을 올리고 내리는 분동 실험과 일정한 유 

량의 물을 주입하는 주입 실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과도 상태 실험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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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배관에 설치된 수동 밸브의 조작을 통하여 과도 상태 주입 조건을 만들 

어 수행하였다. 수행된 실험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정상 상태 실험 

분동 실험’ 격납 용기 모의기 설치후 측면에 관련 배관 연결 

측면 연결 방식 물 주입 실험 

상부 연결 방식 물 주입 실험 

드레인 실험 

과도상태 실험 

(2) 실험결과 

그림 4.1-49는 일정한 무게를 갖는 분동을 순차적으로 전자저울에 올 

려진 격납용기모의기 상부에 올리거나 내리며 계측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럼에서와 전자저울 계측법은 전자저울에 가해지는 무게의 변화를 잘 계측 

한다. 특히， 무게의 변화가 시작되거나 안정화 되는 지점에서의 실험 데이터 

는 본 전자저울 계측법이 급격한 무게 변화를 잘 쫓아 감을 확인해준다. 

정상상태 실험은 일정한 양의 물을 주입하는 실험이다. 실험에서 주입 

량은 0.05kg/ s, O.lkg/ s, 0.15kg/ s, 0.24 kg/s로 각각 변화도며 수행되 었다. 그 

림 4.1 -50-4.1 -53은 각 주입 유량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은 각 

각의 유량조건에서 주입 배관의 연결 방식을 변화시키며 수행하였고， 순간 

유량은 유량 계산 시간을 0.1초와 1초로 각각 변화시키며 계산하였다. 그림 

에서와 같이 0.1초에서 계산된 유량은 Coriolis 유량계에서 계측된 값과 비교 

시 심한 요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초에서 계산된 유량 값은 주입 배관 

의 설치 방식에 무관하게 정확한 유량을 계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54는 물로 채워진 격납용기 모의기의 하부에 설치된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며 유량을 계측한 실험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1초의 계측 

값과 0.1초의 계측값의 유량 요동은 앞의 그림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4.1-55는 과도상도 유동 조건에서 측정된 순간 질량 유량을 보여 

준다. 과도상태 실험은 주입 배관에 설치된 유량 제어용 밸브의 수 조작을 

통하여 유량을 변화사키며 수행하였다 과도상태 유량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전자저울에서 계측되는 유량과 시간차를 가지게 되며， 또한 그 절대값이 다 

름을 알 수 있다. 전자는 계측기기의 공간적인 위치 차에서 발생되는 당연한 

결과이고， 후자는 소구경 배관으로 유입된 물이 큰 직경의 격납용기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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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되며 주입 속도가 달라지며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림 4.1-55(a)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b)는 밸브의 개폐를 주기적으로 변화 시키며 수행한 그 

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1초에서 계측된 순간 유량은 상기 질량유량의 왜곡 

조건에도 불고하고 Coriolis 유량값을 비교적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ATLAS 실험장치의 격납용기에 설치된 전자저울의 파단 유량 계측 능 

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실험에 의하면 ATLAS에 설치된 전자저울 게 

측법은 순간 유량을 합리적으로 잘 계측함을 보여준다. 특히， 연결 배관의 

연결 방식이 유량에 주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순간 질량유 

량의 계산에서 계산을 위한 시간차는 유량 계측의 정확성을 위해 사고시나 

리오 별로 설정하는것이 필요하다. 

4. 전자기유량계를 이용한 기상과 액상 속도 실시간 동시측정볍 개발 

가 서론 

전자기유량계는 Michael Faraday가 발견한 전자기유도현상 원리를 사 

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즉， 유동하는 유체에 자기장을 가하면， 유 

체의 유동을 방해하려는 방향(Lenz's law)으로 유도기전력이 생성 (Faraday ’ s 

law)되는데， 이 유도기전력은 유속에 비례하므로 이를 측정하여 유량을 측정 

하는 것이다. 전자기유량계는 유체에 자기장만을 작용시키므로 압력손실 및 

유동장 변화를 야기하지 않고， 대부 가동부가 없어 유체의 유동에너지를 감 

소시키지 않고도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능동형 (active) 유량계로서， 관이 비 

전도성 물질일 경우 유체의 전기전도도 등의 특성에 관계없이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유량을 측정하므로 매우 정확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고， 유량의 변화에 대해 매우 빠르게 반응하여 신호를 생성한 

다. 그리고 전기적 신호는 유량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유독성 유체나 방사능 유체 등의 유량 측정 및 고속증식 원자로의 냉각 

재로 사용되는 고온의 방사능 유체인 액체 소융의 유량 측정에도 사용된다. 

전자기유량계는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직류전자기 

유량계와 교류전자기유량계로 분류할 수 있다. 직류전자기유량계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구자석만으로 자기장을 생성시키는 방식으로， 자기유량계로 

도(이하 자기유량계로 한다) 불린다. 자기유량계는 영구자석을 사용하므로 

제작이 간편하고 비교적 큰 자기장을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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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류전자기유량계는 교류 전원 공급에 의해 교류 자기장을 생성 

시키는 방식으로， 불과 같은 전기적 저항이 큰 유체의 유량 측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유체의 운동에 의해 얻어진 전기적 신호를 쉽게 증폭할 수 있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교류자기장의 특성에 의해 

자체유도기전력 (transfonner electromotive force) 신호가 생성되고， 이 신호 

는 유량에 의해 생성되는 유도기전력 (motional electromotive force) 신호와 

중첩되어 유량 측정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자체유도기전력에 의한 신호를 

분리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펄스파(pulsed-DC) 교류전원을 사 

용하거나 상용주파수 보다 낮은 저주파의 정현파(sinusoidal wave)를 이용하 

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저주파 정현파를 사용하면 전자석 전력공급선과 신 

호선 사이의 저항 및 용량 결합에 의한 전력누설잡음도 제거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예들은 단상 액체 유량 측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슬러그 

류(slug flow)는 그 특성이 신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고주파 (240Hz) 여자법 

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주파 여자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 

술한 전력누설잡음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유량신호의 측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슬러그류 측정을 위한 유량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누설잡음에 의 

해 영향을 적게 받는 ‘전류형식유량계’를 사용하였고 유도기전력과 자체유도 

기전력을 분리하기 위하여 삼각파 여자법을 사용하였다. 

전자기유량계는 지난 40년간 단상 액체의 유량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2상 유동 상황에서는 전자기유량계의 

출력이 액체의 유량 뿐 아니라 기공률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량계의 

검교정을 위해서는 기공률을 측정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또 전자기유량계에 

서 측정할 수 없는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술도 함께 요구된다 이를 위 

해 유체의 유동에 저항 및 압력강하를 주지 않는 전자기 유량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공률 및 기체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펼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링형 (ring-type)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 대상이 

되는 유동의 컨덕턴스(conductance)를 측정하여 기공률 및 기체유량을 예측 

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하였다. 

나 전자기유량계를 이용한 액상 속도 측정 

기포류에서는 전압형식 전자기유량계를 적용하여 액상 유속을 측정하 

였고， 슬러그류에서는 전류형식 전자기유량계를 적용하여 액상 유속을 측정 

하였다(차재은 외 2002) 슬러그류에 적용된 전자기유량계 출력신호와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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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사이 보정을 위해 필요한 유동패턴함수 f와 국소화게수 x를 제안하여 

실제에 적용시켰다(안예찬 외， 2002; Deok Hong Kang 외， 2004). 

(l) 실험장치 

(가) 부대장치 

내경 25.4mm인 공기 물 2상류 루프 하단에 기포발생기를 설치하고 유 

처1 흐름방향으로 지름의 45배 되는 지점에 전자기유량계를 설치하였다. 기포 

발생기는 0.3 mm 내경을 가진 6개의 니들(needle)로 구성하였다 전자기유량 

계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정된 오리피스 유량계를 설치 

하였고， 공기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타미터와 미터링밸브를 설치하였 

다. 또 초당 1000 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고속 CCD 차메라를 전자기유량계 

와 동기시켰다 전자기유량계로부터 출력되는 다양한 잡음과 신호들을 분석 

하기 위하여 Tektronix TDS3034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였다. 전자기 

유량계의 신호로부터 유량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전압형식유량계와 전 

류형식유량계의 출력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를 각각 제작하였다. 

(나) 설계 제작된 전자기유량계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전자기유량계의 전자석은 UPS를 통해 안정화시 

킨 60Hz 상용전원을 전원공급부(Pacific Power Source 115ASX)를 통하 여 

정현파 및 삼각파 여자를 시켰다. 그림 4.1-56은 본 연구에서 개발 제작된 

전자기유량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비전도체인 폴리차보네이트 관과 전극 및 

전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기유량계에서 발생하는 자체유도기전력에서 최종적으로 2상유동의 

비대칭성 변화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불펼요한 자체유도기전력을 미리 제거 

할 펼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자체유도기전력 상쇄회로(transformer emf 

zero tuner)를 설치하였고 그 구조는 그림 4.1-57와 같다. 

전자석은 C형태의 요크와 에나멜이 코팅된 직경 1.2 mm 구리전선을 

1000번 감아 만든 자석부로 구성되며 코어 내에 발생하는 에디 전류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0.3 mm 두께의 실리콘 코팅된 칠판을 적층시켜 요크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전자석 양극 사이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F.W. Bell 사의 Model 6010 가우스미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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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석 「
E프」→1 및 (2) 실험방법 

정현파를 여자시켜 단상에 대하여 

240Hz의 삼각파를 여 자시 켜 단상에 대 

전자기유량계는 전압형식 전자기유량 

보 

(가) 단상보정 

전압형식 전자기유량계는 

정하였고， 전류형식 전자기유량계는 

하여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5Hz의 

불
 

측정시 

브츠"" -""" ~" 

:t 0.2%의 

전자기유량계의 경우 실시간 

상황에서의 전자기유량계 

경우에는 측정시 :t 1.5% , 10초동안 평균할 

있었다 한편 전류형식 

2상류의 

계의 경우 실시간 

확실도를 가지고 

여1 였다. 단상보정결과는 

이용된다. 

:t2.24% 

측하는데 

결과 

균일하게 분포된 2상류 즉 기포류에서 전자 

기유량계의 보정결과이다. 5Hz의 정현파를 여자시켜 전압형식 신호처리부를 

사용하였고 유체들로는 20
0

C 불과 공기를 사용하였다 기공률은 터1스트부 상 

하단 125mm 지점에 설치한 플랜지에 압력 랩을 설치하고 차압을 측정함으 

로써 계산해 내었다. 표식이 없는 각 선들은 같은 물 유량에 대하여 (그러므 

및 

공간적으로 

(나) 기포류 실험방법 

4.1-58은 그림 

계산한 

실험 유량계의 

이론적으로 

전자기 

이용하여 

상황에서 

관계를 

2상류의 

(4. 1.36)의 

실제로 

식 대하여) 

표식들은 

L1Usp에 

결과이고 각각의 

결과이다. 

같은 P 
」→

L1 U~D= A끌 요L 강USP 
Tf' πd 1α lα 

(4.1.36) 

수1
 

알
 

으
E
 빼
 

따
 샤
깨
 
메
 

그
 
증
 
간
 

고
。
 

겉 

균일 

물의 그림 4.1-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공률이 증가할수록 

보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론 결과와 실험치 사이의 차이가 

있다 (최대 오차 4%) 이 차이는 유로 내에 전기전도도가 

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포류 및 슬러그류에서 검출된 

자체만 가지고도 

달 출력신호는 그 특성이 매우 

판가름할 수 있게 되었 

유량계 

유동양식의 변화를 출력신호 라서 

그려보면 

말미암아 

그림 결과를 

대하여 

。1

흔입으로 

있다 

lj에 

방식으로 유동양식의 변화를 판정할 수 있다. 

추가하였다 슬러그류에서는 자체유도기전력의 

가지고 있던 선형성이 깨어지게 됨을 볼 수 

야
 
나
 

겉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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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슬러그류 실험방법 및 결과 

그림 4.1-60(a)는 정지된 액상 내에 테일러 기포가 상승할 때 액막평균 

속도 및 테일러 기포위치 정보의 변화를 테일러 기포 전단 끝과 전극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240Hz의 삼각파를 여자시켜 전류형식 신호 

처리부를 사용하였고 유체들로는 20 0C 불과 공기를 사용하였다 유량계 출력 

의 샘플링은 삼각파 한 주기마다 2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480Hz가 된다 

세가지 길이의 기포에 대하여 실험하였는데 각각 0.131 m , 0.141m, 0.173m였 
다. 이 때 기포 길이 및 위치 그리고 속도는 고속 CCD차메라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는데 세 경우 모두 기포 속도가 이론식 ν，= 0.35v꿇 (0.175 m/sec)와 

잘 일치하였다. 

3개의 굵기가 다른 흑색선은 액막평균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 

동패턴함수(β를 1로 가정하고 그런 그래프이다. 정지된 액체 내에서 기포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액처1 평균속도 역시 0에서 출발하여 O로 끝나고 있고 액 

막에서 역방향 속도가 발생하여 가속되는 전형적인 슬러그류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까지 존재하는 두 결과인 광변색 엄료 

방법 (photochromic dye method)을 이용한 결과(DeJesus ， 1997)와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 술을 이 용한 결 과(Polonsky， 1999)를 인 

용하였다. 비록 유동패턴함수(j)를 1로 가정하였지만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 

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4.1-60(b)는 길이 0.131m의 테일러 기포가 상승할 때 주요 지점에 

서 고속 CCD차메라로 찍은 사진들이다 테일러 기포 전단 끝과 전극사이의 

거리와 각각의 위치에서의 상대시간을 표시하였다 

(3) 유량계 출력신호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 (FDM) 

(가) 환상류에 대한 3차원 가상포텐셜분포 계산 

유량계 출력신호의 예측을 위하여 또 기 서술한 유동패턴함수를 계산 

하기 위하여 3차원 가상포텐셜(안예찬 외， 2003) 해를 주어진 유동형 태에 대 

하여 획득해야 한다. 이 계산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인 환 

상류에서의 3차원 가상포텐셜을 FDM으로 획득하여 슬러그류 같은 보다 복 

잡한 2상 유동 패턴에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주고자 하였다. (계산 방법 및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안예찬 외， 2003 ’ 참조) 

유동패턴함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두 개의 감소하는 지수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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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4.1.37) 

스펙트로스코피(impedance spectroscopy) 실힘을 

일치하는 결과를 

식은 추세선 있는데 /-. 
기→ 

f 1+1.3e- 78' +7.3e- 318' 

계산 결과는 임피딘스 

통해 측정한 유동패턴함수와 잘 

주어질 추세선으로 이루어진 

통 4.1-61을 그림 보였다. 

7'l 。
/δ ←「

드크 
」δ*가 0.2보다 무차원액막두께 

있다. 。1- '"느 

"" 
。1 ιL조L 
λλ v 근 

항만으로도 

잘 예측하고 

E 

T (4. 1.37)의 처음 

매우 유동패턴함수를 

식 해 

이론적용을 

출력신호 예측 

2차원 축대칭 

가지 테일러 

기포의 상승 

통하여 구 

가상포텐셜 

수직관내 슬러그 유동에 대하여 전류형식 전자기유량계 

슬러그류 2상유동에서 전류형식 전자기유량계의 수치적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직경 25.4mm인 수직관내의 

인 기액 슬러그 2상 유동에 대하여 체적분율법을 이용하여 

기포길이 (77.47mm， 36.83 mm)에 대한 각각의 속도장과 슬러그 

형상을 구하였다. 유한 크기의 전극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가지 슬러그 기포의 전극에 대한 위치변화에 따른 3차원 

통 

계산 

E 

T 

3차원 가상포텐셜분포 및 
。"Ç ÁL 
lTτ) ~ð 기포의 슬러그 (나) 

한 

및 

및 야
 
니
 

E 

T 

계산하였다. 

가상포텐셜의 구배로부터 축방향 가중함수， 축방향 가중밀도함수， 반경 

방향 가중함수를 단상액처1 류， 슬러그류에 대해 계산하였다. 슬러그 유동에 

대한 속도 및 가상 포텐셜분포로부터 전류형식 전자기 유량계의 슬러그 기 

포의 상승에 따른 출력신호를 예측하 였다 

한편 유동패턴함수(f)를 도입하여 

한 
H τ7 근 
'iIC二'è.~든r 

간단 
。

lT 구하였으며， 슬러그류와 같이 완전발달 

유량측정오차를 줄이고자 국소화계수(x)를 

보정과정을 유량계의 전류형식 

실험적으로 히 하고 이를 계산 

동이 아닌 경우 야기되는 

및 

도입하 

대한 국소화 

출력신호 

유량계에 

바탕으로 

속도장으로부터 전류형식 

계산된 결과를 

및 포텐셜분포 

계산하였다 

였으며， 가상 

계수(x) 값을 

Hong ‘Deok 쩌
 
면
 

계산 

4.1-62은 

구체적인 및 ，，1-남1 

。"

캠
 (계산 보정한 결과이다. 

Kang 외， 2004’ 참조) 

근 

등프 

” 
[

U。츠
 「

기상유속 및 이용한 기공률 다 컨덕턴스미터를 

측정하기위해 

측정할 수 없 

이를 위하여 

。 þ 。

lT~누도흐「 액상의 

기상의 

기술이 

원리 

전자기유량계를 적용하여 

필요하고， 전자기 유량계는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l) 컨덕턴스미터 

2상류에서 

정보가 

기상 

기액 

기공률 

기공률 

。 þ 。

lT~누도흐「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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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링형 컨덕턴스미터 (ring-type conductance meter)를 적용하였 

다. 

컨덕턴스미터법은 액체가 전도성 물질이고， 기체가 비전도성 물질일 경 

우， 컨덕턴스미터로 측정하고자 하는 유로에서 액체의 컨덕턴스를 측정하여 

기공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므로 측정시 

매우 빠른 반응속도를 갖는다 링형 전극을 사용하면 그림 4.1-63에 나타나 

있듯이 전극이 관 벽에 설치되므로 전자기유량계의 유동에 영향을 주지 않 

는 장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두 개의 컨덕턴스미터를 유동방향을 따라 임의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 

여 두 지점에서 기공률 및 기공률 변화를 측정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기포의 

이동속도와 위치를 예측하였다. 유동이 전자기유량계에 진입하기 전에 컨덕 

턴스미터를 지나도록 설치하면 전자기유량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공률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실험장치 

컨덕턴스미터의 전극은 SUS316으로 제작하였고， 유로는 내경 25.4mm 

의 투명 아크릴 관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컨덕턴스미터에서 펼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부와 컨덕턴스미터에서 나온 신호를 처리할 신호처 

리부를 각각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전원 공급부와 신호처리부를 제외한 부대 

장치는 전자기유량계에서 사용된 장치와 같다. 

(3) 실험방법 및 결과 

제작된 컨덕턴스미터를 기포류와 환상류에 대해 각각 보정하였다 기포 

류에서 실시간 측정시 (sampling rate ’ 120Hz) 5%, 0.5초 평균시 3%의 불확실 

도
 

보였다. 슬러그류에서는 실시간으로 측정하였을 때 (sampling 

rate ’ 120Hz) , 낮은 기공률에서 5%, 높은 기공률에서 3%의 불확실도를 보였 

다. 

기포 길이 및 위치 그리고 속도는 고속 CCD차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 

여 기준 자료로 사용하였다. 컨덕턴스미터를 이용하여 기포의 이동속도를 측 

정한 결과， 기포류에서 약 26.3%의 오차를 나타냈고， 슬러그류에서 약 2.1%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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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crothennocouple을 이용한 이상 유동 액상온도 및 계면열전달 

계수 측정기술 개발 

가 연구 개요 

열전달 시스템에서 유동장에 대한 정보는 그간 많은 실힘을 통해 가장 

정확히 얻어져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및 계통 안전성 해석을 위해 각기 

특유의 필요성에 따라 유동장 해석을 위한 많은 열수력 해석 코드가 개발되 

어 왔다. 그러나 가압경수로의 핵설계 및 안전해석에 매우 중요한 미포화 비 

등 유동장에서의 다차원 해석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최근에 프랑스어1 서 개 

발 중에 있는 다차원 two fluid 모델인 ASTRID 코드를 사용한 수직 유로 

해석에서 기포율， 기포속도， 액상속도， 액상온도의 값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함 

을 보였으나 내부 가열면 가까이에서 실험과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 

가적인 연구가 펼요하다. 

미포화 비등 유동장에서의 기존 연구 내용을 보면 ]iji & Clark(1964)과 

Walmet & Staub (1969)는 미포화 비등 유동장에서의 온도분포를 측정하려 

하였으나 열전대의 반응속도가 너무 느려 액상과 기상의 온도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후 Shiralkar(1970)와 Dix(1973)은 Hot-film 측정기 CConstant 

Temperature Anemometry)를 사용해서 R-1l4의 미포화비등유동장에서 기포 

율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Delhaye et al. (1973)는 미포화비등유동장에서 

액상과 기상을 구별할 수 있는 미세열전대를 만들어서 물에서 측정을 하였 

다. 이들은 국부 기포율을 PDF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P.Roy et al.(1 994)는 hot wire와 미세열전대를 이용하여 R-1l3 유체에서 

수조 비등과 비등 유로 시 각각의 온도 분포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조 비등 

시 microthennocouple의 반응 시간은 상변화를 구분하기에 충분했지만， 비등 

유동 시에는 혼합 유체의 평균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또한， 계면 열전달 연구는 대부분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들이 기포의 

붕괴율이나 성장률을 통해 계면열전달 계수를 모델링하는 것들이다 다만， 

Chen & Mayinger(1992)는 holographic interferometry와 high speed 

cinematography를 사용하여 응축 기포의 계면에서의 열전달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subcooling이 큰 boiling (Ja> 100)에 있어서는 기포 붕괴에 liquid 

inertia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subcooling이 낮은 경우(Ja<80)에 있어서는 

계면에서의 열전달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기존의 모델 중 

Plesset-Zwick(1952)의 모텔에는 많은 가정이 들어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기포 

의 병 진 운동을 고려 하지 않는 것 이 다. Dimic(1977) 모델은 subcooled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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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tran slation를 가지는 기포의 붕괴를 고려한 모델이다. 실제 기존의 

이러한 모델들은 Zeitoun model(l994)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정지된 

액상 내에서 움직이는 단일 기포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유체 속도의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Abdelmessih and Hooper(l972)는 표면비등에서 

유동속도가 기포 붕괴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연구했 

지만， 기포 크기와 관련된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또한 많은 연구가 단일 기 

포에 대해서 수행되어 다수 기포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 

등 유로의 해석에 적용되기 위한 closure eq 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는 microthermocouple 개발과 이 

를 적용하여 이상유동시의 액상 온도 측정을 위한 알고리듬을 개발한다. 또 

한， 미포화 비등 유동장에서 기포의 계면응축열전달 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에 따른 기포 크기 및 체적 변화율에 대한 측정 알고리듬을 개발한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1) Microthermocouple을 이 용한 액 상 온도 측정 기 법 개 발 

(가) Dynamic Calibration 

본 연구에 제작 및 사용한 microthermocouple은 그림 4.1-64와 같다 

직경 12.7 μm 와 25.4 μ，m 의 K • type 와이어를 노출형으로 제작하였다. 제작 

된 microthermocouple의 동적 반응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크릴 사각 채 

널의 유동장 내에서 laser에 의한 열원의 차단 및 개방 실힘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그림 4.1-65와 같다. 12.7 μ%의 직경을 가지는 microthermocouple의 

경우 유동이 있는 경우， 동적 반응 시간이 1.7~4 ms으로 국부적 액상 측정 

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국부적 액상온도 측정 알고리듬 개발 

미포화 비등유동장과같이 포화의 기상과 미포화의 액상이 존재하는 경 

우 국부적 액상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알고리듬의 계 

산 순서는 그림 4.1-66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은 

microthermocouple의 hot junction에 서 의 lumped energy 방정 식 으로부터 

junction의 온도 감응이 exponential 특성 임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다음 식 

(4. 1.38)로 주어지는 ATD(averaged temperature displacement) 값으로부터 

기상에서 액상으로 혹은 액상에서 기상으로 온도 변화가 극심한 지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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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어 각 상의 구간을 구별한다 

AID 。
í+ -Z 

2十S+L i+S 

k질LR때 윌R때 
L (4.1.38) 

다음 단계로 Stefan F.]. Langer(1997) 이 제시한 exponential regression 

method를 적용하여 각 구간의 exponential function의 계수를 찾고 곧 각 

상의 온도를 계산한다. 

(다) 국부적 액상온도 측정 알고리듬 검증 

개발된 알고리듬을 검증하기 위하여 optical chopper를 이용한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optical chopper를 통해 microthermocouple의 hot 

junction에서의 residence time을 조절하였다. 실험 구성은 표 4.1-5와 같고 

대표적인 결과는 그림 4.1-67과 같다. 알고리듬을 적용시킨 결과가 보다 정 

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교하는 두 방향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기포 크기 및 변화율 

측정법 개발 

(가) Active contour model 

기포의 크기 및 부피의 변화율을 측정하기 위한 두 방향 직교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Zeitoun (1997)은 두 방향 직교 이미지에서 

기포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포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계 

산하였다. 그러나 기포 경계를 찾는 문제와 두 이미지로부터 부피를 찾는 계 

산과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와 같이 두 

개의 직교하는 이미지로부터 기포의 경계를 찾고 이로부터 부피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미지에서 기포의 경계를 찾기 위해 active contour model을 사용하였 

다. SNAKE로 불리는 이 model은 이마지 상의 정점들이 주어진 특정 경겨1 

위에 있을 때 그 정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가 최소화 된다는 것으 

로 다음 식 (4. 1.6)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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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 ls[싫(뼈) +E없(s)) + E tens(뼈)+E "，(뼈)]ds' (4.1.6) 

여기에서 뀔xt 는 정점들에 가해지는 외부힘에 의한 에너지 ， Er irJ id 는정 

점들이 내부적 강체 에너지， 적'"' 는 정점들의 인장 에너지를 그리고 f깅ma.QE 

는 정점들이 위치해 있는 곳의 이미지의 brightness분포에 의한 potential 에 

너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ctive contour model은 P. 

Szczypiúski and P. Strumi깐o 의 central contour model (l996) 이다. 

(나) 두 방향 직교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듬 개발 

두 방향 직교 이미지 프로세성은 그림 4.1-68과 같은 순서로 계산된 

다. 우선 두 방향의 이미지에서 모두 기포의 경계면이 추출된다. 이 때， 

SNAKE model을 적용하여 두 방향 평면상의 기포 경계면의 좌표를 얻는다. 

만일， xz 평면과 yz 평면에 대한 이미지라면 xz 평면상의 기포 경계변의 좌 

표들은 x 좌표와 Z 좌표로 구성되며 y 좌표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 

다. 마찬가지로 yz 평면상의 기포 경계면의 좌표들은 x 좌표의 정보를 가지 

고 있지 않다. 이 경우 두 이미지의 z방향의 높이가 같다는 가정과 Z 축과 

수직한 단면이 타원이라는 가정을 둔다. 그러면， z 축에 수직인 평면에 대하 

여 xz 평면상의 이미지와 접하는 두 점과 yz 평면상의 이미지와 접하는 두 

점이 각각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각 이미지에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동 

일한 직선이 된다 이러한 결속 조건으로 xz 평면위의 경계면들의 y 좌표의 

정보는 yz 평면 이미지에서 yz 평면우의 경계면들의 x 좌표에 대한 정보는 

xz 평면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4.1-69와 같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각의 높이에 4 개의 공간좌표가 생성되는데 가정 

에 의해 타윈 위의 점이므로 타원의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즉， 각각의 높이 

에 대해 타원의 식을 얻어내어 적분하면 기포의 부피， 면적 및 equivalent 

diameter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다) 두 방향 직교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듬 검증 

두 방향 직교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듬을 가상의 이미지로부터 검증 

하였다. 이 때 가상의 이미지는 AutoCAD(2002)를 통하여 얻었다. 검증 결과 

는 그림 4.1-70에 도시하였다. 한 방향 이미지 프로세싱에 비해 부피 및 면 

적 측정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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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면 응축 열전달 계수 측정 실험 

본 연구에서 제작된 microthermocouple과 액상온도 측정 알고리듬 및 

두 방향 직교 이미지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미포화 비등 유동에서의 기포 응 

축에 대한 열전달 계수 측정 실힘을 수행하였다 그림 4.1-71은 실험장치의 

구성도 및 열전달 부분의 단변을 보여주고 있다. 계면 응축 열전달 계수는 

다음 식 (4. 1.40)에 의해 측정되었다 

hc 
P와@짧 

A(Tsaf; 낀) (4.1.40) 

여기에서 Pø μ， Tml' 1ì, V, A는 각각 기포의 밀도， latent heat, 

saturated temperature, liquid temperature, 부피 및 면적을 의미한다. 여기에 

서 부피 변화율은 고속차메라(High Speed Cam+ 512, Weinberger)와 거울의 

반사 이미지를 이용하여 그림 4.1-72와 같이 얻은 이미지로부터 두 방향 직 

교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하여 계산 하였고 liquid temperature는 

microthermocouple을 사용하여 국부적 액상온도를 측정하였다 표 4.1-6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4.1-7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방향 직교 이 

미지 프로세싱의 경우 한 방향 이미지 프로세싱 보다 분석할 수 있는 기포 

형태가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측정된 계면 응축 열전달 계수는 기포 형태에 

의한 기포 상대 속도 및 난류 발생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구형에 가까운 기 

포 분석과 다른 분포를 보인다. 또한， 기포 상대 속도 면에서 두 방향 직교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포 속도 및 상대 속도를 산출하여 계산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기포 형태 및 기포 상대 속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한 상관식화가 요구된다 

다.결론 

본 연구에서는 microthermcouple을 이용한 이상유동 액상온도 측정 및 

계면 열전달 계수 측정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microthermocouple을 이용 

하여 액상온도 측정을 위한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 

였다. 또한， 두 방향 직교 이미지로부터 기포의 크기 및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 및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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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액상온도 측정 방법과 두 방향 직교 이미지 프로 

세싱 방법을 적용하여 미포화 비등 유동에서의 기포 응축 열전달 계수를 측 

정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액상온도 측정 방법 및 두 방향 직 

교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의 이상유동 현상 분석에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다 많은 실험적 데이터 생산 

및 연구가 요구된다.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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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6 Model for Momentum Exchange Factor ] 

Authors I 
Adorni et a l. (1961) 1 +fl' 

Neal & Bankoff(1965) 2.0 

Malnes (1966) 1 

Bosio & Malnes (1968) (1 -0 . .'1 α 2)/(1 α) 
Walmet & Staub (1969) 1+α/2 

Ðavis (1979) 1 < T= f(α) < 1. 7 .'1 

표 4.1-27 Chen & Spedding 상관식의 계수 

Flow ty pe 
α K a b C l α 

2.5x 10 • j - 3.0x 10 • 4 1.02 0.69 0.31 0.08 
l 

‘ 3.0x 10 -4 - 2.1x 10-2 1.14 0.70 0.31 0.08 
2.1x 10 - 2 - 2.5x 10-[ 1.31 0.72 0.32 0.08 

Turbulent-Turbulent 2.5x 10 - [ - 1.3 1.48 0.77 0.34 0.00 
1.3 - 8.0 1.49 0.83 0.37 0.00 

8.0 - 1.4x 10 2 1.28 0.90 0.40 0.10 
/ 1.4x 102 - 10 5 1.09 0.93 0.41 0.10 

10 • 3 - 0.2 1.46 0.45 0.0 0.45 
Laminar-Laminm 0.2 - 3.0 1.95 0.50 0.0 0.50 

3.0 - 103 1.83 0.57 0.0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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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8 X 선 발생장치 사양 

Hi방1 Tension Generator 
Output Vo1tage 5-160 kV 
Output Current 0.5-50 mA 

Output Power up to 3.2 kW 
Continuous1y adjustab1e by O. 1 kV 

Tube Vo1tage 
Accuracy Better than 土1%
Repeatabi1ity: Better than IO.03% at contant temperature 
Ripp1e Less than IO.15%, freq. = 15낭k 
Continous1y adjustab1e by 0.1 mA 

Tube Current Accuracy Better than 土1%
Repeatabili ty: Better than 土0.03%

Output Less than IO.05 kV when measured at full power over 1 
Stabili ty illln. 

Load Regu1ation 
Less than 土0.1 kV for output current change of 10% to 
100% 

X-ray Tube •‘ r 
f ’ kV Rating 160 kVp "< l 

‘ ’ 
mA Rating 19mA (4mA) ~ / 
Foca1 Spot 3.0x3.0mm (0.4xO.4mm) / 

‘ Fi 1tration 1mm Be “、 r 
ι 

Target Ang1e 20。

‘ I / r 

Emergent Ang1e 40。 l ，~ / 1/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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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0 Ootical choooer를 이 용한 실험 Case 

Expεnrnεnts Frequ응ncy of optica1 chopp응r(Hz) Rεsidεncε tirnε (rnsεc) 

Cas응 1 32 15.625 

Cas응 2 64 7.813 

Cas응 3 128 3.906 

Cas응 4 256 1.953 

표 4.1-31 계면 응축 열전달 계수 실험 조건 

Mass flux 
τJ℃) 

Heat flux P i’
ûet Pme，αsure Case 

(kg/m2s) (kW/m2
) (Mpa) (Mpa) 

l 192.943 0.1179 0.1080 
83 

2 162.796 0.1179 0.1080 
495.195 

3 114.560 0.1176 0.1080 
88 

4 ‘」、 90.442 0.1176 0.1080 

υ〔 / F 

199.069 0.1227 0.1130 
83 

6 i ~- 175.180 0.1227 0.1130 
653.740 

7 11 1.478 0.1226 0.1130 
88 

8 ‘ ... 87.59 0.1226 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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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평균 양방향 유동튜브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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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계산에 사용된 Mesh 구조 및 전형적인 압력 및 속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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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9 FLUENTf1]산을 위한 입력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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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0 FLUENTf1]산결과에서 얻어진 압력 및 속도장( ν~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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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3) 측면에 배관 연결 

4.1-53 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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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Ca) 액상 평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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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2 Bubble condensation 및 3차원 재구성 예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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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절 핵섬시나리오 예비 해석 

1. 개관 

국소척도법에 근거한 계통의 종합열수력 거동과 계통의 종합효과 검증 

은 비교실힘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 그러나 ATLAS는 현재 설치중에 있으 

므로 해석코드를 이용한 검증계산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REALP5!M0 D3.3 에 기반을 둔 MARS 코드를 이용하여 ATLAS의 참조 발 

전소인 APRl400을 해석하고 동일한 해석 방법론과 축소 척도를 적용한 

ATLAS 설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해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종합열수력 현 

상의 상사성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ATLAS 실험장치는 계통의 거동을 모사 

하는 기능을 갖는 종합실험장치이며， 설계기준사고， 설계기준초과 사고， 사고 

관리절차의 개선등의 다목적 활용을 고려한 실험장치이다. 따라서， 국소열수 

력에 의해 지배되는 단위 분리실험과는 다르게 계통의 종합 열수력 거동의 

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설계기준사고를 선정하여 사전 평가함은 매우 중요 

하다. ATLAS실험장치의 종합열수력 거동의 유사성은 실제발전소에서 사건 

사고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석모텔에 의한 발전소 설계데이터를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ATLAS 핵심시나라오의 평가는 기존의 해석코드 

를 이용한 참조발전소 APRl400과 ATLAS실험장치의 상대평가에 의한 열수 

력 거동의 차이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ATLAS해석결과와 APR1400해석결과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ATLAS 

실험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해석결과 

와 ATLAS실험결과의 불일치는 ATLAS 축소방법상의 전전인 문제는 아니 

며， 해석 코드의 불건전성에 기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추후 실험결과와 해 

석 결과의 분석과정에서 면밀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APR1400해석결과와 ATLAS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종합열수력거동 

(Integral Thermal-Hydraulic Behaviors)의 상사성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시나리오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l) LBLOCA 

DVI를 장착한 APRl400에서 ECC Bypass등의 고유 열수력현상 발생 

에 의한 강수부비등 및 노십 재가열 현상등을 노십 강수부간 열수력 간섭 

(Core-to-Downcomer Flow Fluctuation) 환경하에서의 종합검증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ATLAS 실험장치의 1차계통， 증기발생기 2차측， ECCS 계통의 

Fast Thermal Transient 설계검증의 의미가 있다. 

- 529 -



(2) DVI Line Break 

SBLOCA 중에서 파단위치가 DVI 주입 
DVI SBLOCA실혐 의 

검증의 의미가 

차계통 거동 

고유열 따라서 

설계중 

1차계통 

장착한 가압경수로의 

실험이 유일하다. 

의미가 있으며， ATLAS 
Transient 

DVI를 

ATLAS 관인 경우는 

실험으로서의 

SBLOCA의 

SBLOCA 수력 

및 2 거동， 시 

ECCS계통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3) Main Stearn Line Break(MSLB) 

Slow 있다. 

파단에 따른 

거동의 설계검증을 

발생기 열수력 거동은 

거동이 ATLAS 전체 
MSLB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이차측 

증기발생기의 열수력과 급수， 증기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기발생기의 

수행한 

차 

열수력 

ATLAS 
열수력 

1 기
 

증
 

열 열수력 

수력 

특성상 배제된다. Heater의 

부
 

1 어
 

1 

전기 열수력은 ATLAS 

열수력 

반응도(Reactivity)기 인된 

있다 

적용된 

최소화하 

모델 

J ‘ 

T 적용범위제한이 존재할 

유체체적의 차이는 

ATLAS간 해석상의 오차를 

코드의 해석모델 

유동조건과 기하학적 

있다 APRl400과 

조건을 고려하였다. 

적용된 

J
T 

동일화 

동일화 

코드 Version통일 

초기조건 

해석 Option 
Nodalization 동일 화 

및 

및 

노심출력 이 축소설계 요구값의 약 8%를 기 

초기유량감소(8%) ， 노심열축적에너지 감소， 

저출력효과가 부가되어 발생한다. 

트립지 연 (Delayed Trip)으로 

초기조건 설정시 

설계되였다 이에 따라 

첨두피복재온도 가열지연현상등의 

이러한 노심 저출력효과는 노심히터의 

ATLAS 

시
b
 

노
 

준으로 

출력 

달라 

이차계통， 특히 대형 증기라인에 

거동과 이에 따른 1차계통의 연계 

LBLOCA나 DVI Line Break의 경 우 
증기발생기 

못한다 그러나 

열수력거동이므로 

상사성 보유 

다. 

계통의 파생열수력 거동이므로 

거동의 리드하지는 

직접 사고에 기인하는 

계통의 직접적인 

펴가계산에 

즉， 관의 직경， 유속등 

이 서로 상이할 

고자 다음과 같은 

해석 

유동조건 

유동체널 

-
종
 따라 각 사고에 노심히터의 지연트립은 이용한다 방법을 보상하는 으L 

E프 

진다. 

변화 

다 

도달값 

열수력거동의 평가기준은 

및 도달값， Transient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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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종합열수력거동의 평가는 

기준으로 

기준으로 

과정 (Transient)등을 

음의 변수를 주요 



일차계통의 압력， 온도， 유량천이 과정 

강수부 수위 천이 

Loop의 건도율 

Pump 천이 

노심의 피복재온도 

노심 수위 천이 

이차계통의 압력， 온도， 유량천이 

이차계통의 수위 및 건도율 

파단유량 천이 

일차 및 이차계통간 열전달 

경계조건의 동일화는 다음의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SIT 압력， 온도， 유량 

HPSI 압력， 온도， 유량 

Feedwater 압력， 온도， 유량 

격납건물 압력 

해석시 적용된 설계기준 사고해석 동일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Single Failure Assumption ECCS 

No Charging Flow 

No PZR Spray 

No PZR Heater Power 

배관 완전 달열조건 

MARS 코드를 이용한 ATLAS 실험장치의 종합 열수력거동 상세분석 

은 뒤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해석결과는， ATLAS 실험장치의 1차계통 

의 압력， 온도， 수위등의 열수력 거동과 2차계통의 열수력 거동이 참조 발전 

소인 APRl400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축 

소된 실험장치인 ATLAS 실험장치에서 재현되는 종합열수력 거동CIntegral 

thermal Behaviors)이 실제 Full Scale 의 APR1400에서 발생되는 열수력 종 

합거동이 상호 상사성과 유사성능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석과 

ATLAS 실험시 정상도달값CSteady-State values)과 배관보온재 열손실 등은 

추가로 편가계산에 재반영되어 ATLAS 최종 실험값과 비교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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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가. 사건개요와 배경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LBLOCA)는 저온관과 같은 배관이 순시 양단 

파단되어 원자로 냉각재가 일차 압력 경계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로 정의할 

수 있다 LBLOCA가 발생하여 초기 방출기간을 지나면 안전 주입수가 일차 

계통으로 공급되는데 이때 주입되는 안전 주입수는 건전한 측 저온관에서 

고속으로 유입되는 증기로 인하여 그 일부가 강수관에서 우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안전 주입수 우회 현상은 노심의 냉각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열수력 현상으로 아직까지 그 현상의 규명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특 

히 참조원전인 APRl400의 경우 안전 주입수가 저온관이 아닌 노심 압력용 

기 상부에 위한 DVI 노즐로 공급되므로， 환형 강수관에서의 3차원 유동현상 

은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열수력 현상이다 또한 현재 사용 가 

능한 대부분의 안전해석 코드가 강수관의 안전 주입수 우회 현상을 적절히 

예측하고 있지 못하며， ATLAS와 같은 대형 열수력 실험장치를 통한 열수력 

실험 데이터의 펼요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ATLAS 실험장치는 1차적으로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를 모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험장치의 준공과 더붙어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실험을 수 

행할 예정이다. 

나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열수력 최적 계통 해석코 

드인 MARS 3.0을 이용하여 APR1400과 ATLAS 실험장치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한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예비해석은 ATLAS 실험장치 

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한 열수력적 상사성 모사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실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운전절차서 

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는 원자로냉각재 

펌프 후단 저온관의 양단 순시 파단을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다 정상상태 해석 결과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를 해석하기 위하여 먼저 과도해석의 초기 조건 

인 정상 상태 해석 결과를 얻어야 한다 ATLAS 실험장치는 노십 최대 출력 

이 척도법에 따라 축소된 출력의 8%이므로，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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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Blowdown phase)은 모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실혐의 초기 조건은 방출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예비해석에서는 참조원전인 APR1400과 ATLAS 실험장치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를 비교 해석하였으며， APRl400은 100% 정상 출력상태를， 

ATLAS는 8% 출력상태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정상 

상태에서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은 표 4.2-1에 정리되어 있다. 

APRl400의 100% 정상 출력 상태는 참조원전인 APR1400을 그림 

4.2-1과 같이 노드화하고 정격 출력 100%로 운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표 

4.2-1에는 APRl400의 설계값과 계산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이 매우 잘 일치하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ATLAS 8% 정상 출력 상태는 노심유량을 8%로 축소하여， 노심 출력 

을 8%로 유지하면서， 일차계통의 압력과 온도를 보존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노심유량을 8%로 감소하면， 노심 입출구의 온도를 

참조원전과 동일하게 보존하면서 노심 출력을 8%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차계통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일차계통 노심에서 발생하는 8%의 노 

심의 열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통해 이차계통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증기발 

생 전열관을 통한 열전달은 식 (4.2- 1)로 표현될 수 있는데， 비록 주급수의 

유량을 8%로 낮춘다고 할지라도 열전달계수 U는 8%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 

러므로 열전달량을 8%로 낮추기 위해서는 .6I'를 작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열전달계수 U를 낮추어야 한다. 

우선 .6I'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이차계통의 압력을 높여， 포화 증기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한편， 열전달 계수 U를 낮추기 위해서는 증기 

발생기의 초기 수위를 낮추면 가능하다. 본 예비해석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였는데， 본 연구의 예비해석에 의하면， .6I'를 작게 하는 첫 번째 

방법 보다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정상 

상태를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참조원전과 비슷한 노심 거동을 보였 

다. 

Q=UAdT (4.2.4-1) 

라 과도상태 해석 결과 

표 4.2-2는 본 예비해석에서 수행한 LBLOCA의 사고 전개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LBLOCA는 사고의 전개 과정에 따라 방출(Blowdown) ， 안전주 

입수 우회 및 재충수(ECC bypass/ refil!), 재관수(ref]ood) ， 장기냉각(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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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n coo!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출기간은 파단발생에서 안전주입수의 

주입 시점 이전까지로 정의된다. 안전 주입수가 주입되어 노심의 재관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안전 주입수 우회 및 재충수 기간으로 정의된 

다. 주입된 안전 주입수가 노십 가열봉을 적시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전히 

적실 때까지는 재관수 기간으로 정의되며， 그 이후는 장기냉각 기간으로 정 

의된다. 

본 예비해석은 참조원전인 APRl400과 ATLAS 실험장치의 LBLOCA 

에 대한 열수력 상사성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열수력 상사성을 고 

찰하기 위한 주요 열수력 변수들은 일차계통 압력， 파단 유량， 피복개 온도， 

안전주입유량， 노십입출구과 상부 공동의 기공률， 노심과 강수관의 수위， 이 

차계통의 압력 등이다. 

그림 4.2-2는 APR1400과 ATLAS의 출력비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ATLAS는 최대 노심 출력이 8%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럼에서 볼 수 있듯 

이 가열봉 트립을 APR1400보다 지연시킴으로써 계통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보존하였다. 

그림 4.2-3은 노십압력용기 및 가압기의 압력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LBLOCA가 시작되면 일차계통은 빠르게 감압하여 APR1400의 경우 40초이 

내에 격납용기 압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가압기 서지 (surge !ine) 배관 

에서의 임계유동이 계통의 감압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노심압력용기 

에서의 압력저하가 가압기보다 빠르게 된다. 

그림 4.2-4와 그림 4.2-5는 노심압력용기 측과 원자로 냉각재 펌프 측 

의 파단유량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서 볼 수 있듯이 Blowdown 기 

간 동안 ATLAS의 파단유량이 크므로 ATLAS의 일차계통 감압이 약간 빠 

르게 진행된다 ATLAS의 파단유량 거동은 APRl400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임계유동은 파단 상류의 압력， 온도， 건도에 의존하므로 ATLAS의 

열수력 조건이 APRl400과 유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압력이 감소하 

여 포화상태에 이르면 파단유동은 과냉 임계유동에서 포화 임계유동으로 바 

뀌며 파단부를 통해 빠져나가는 파단유량은 급감하게 된다. 노심압력용기 측 

의 파단유량이 원자로 냉각재 펌프 측의 파단유량보다 큰데 이는 원자로 냉 

각재 펌프와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통한 유동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4.2-6은 가열봉 표면 최대 온도가 예측되는 최고 온도 유로의 하 

부로부터 12, 14, 16번째 노드의 피복개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노드들은 

노십 가열부 바닥으로부터 2.19m, 2.57m, 2.95m 떨어져 위치한다 방출 기간 

동안 노심 피복재 온도는 초기 저장 에너지로 인하여 급속하게 올라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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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임계유동이 과냉 임계유동에서 포화 임계유동으로 바뀌면서 파단 유량이 

줄어들고， 건전한 저온관 측 원자로 냉각재 펌프로 인해 노심으로 공급되는 

냉각수는 파단 유량보다 많아져서 노심은 순간적으로 냉각되며 이때 방출 

온도 최고점(Blowdown peak)이 발생하게 된다. 그 후 노심은 다시 노출되어 

재관수에 의하여 노심이 냉각될 때까지 피복재 온도는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재관수 온도 최고점 CRef!ood peak)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4.2-6에서 볼 수 

있듯이 ATLAS의 재관수 온도 최고점은 APRl400보다 약간 낮게 얻어지며， 

재침수(Quenching) 시간 거동은 매우 다르게 관찰된다. ATLAS의 경우 재 

침수가 늦게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핵연료가 아닌 전기 가열봉 

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추후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림 4.2-7은 평균 온도 유로의 하부로부터 12, 14, 16번째 노드의 

피복개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그림 4.2-6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안전 주입수 유량은 그림 4.2-8에서 볼 수 있는데， 방출 기간 동안 

ATLAS의 안전 주입수 주입 시점이 약간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ATLAS의 일차계통 감압이 APR1400보다 약간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 

상이다 그러나 주입된 전체 안전 주입수 유량은 잘 보존되고 있다 

노심 하부 공동의 원자로 냉각수 과냉도는 그림 4.2-9에 나타나 있다 

초기 방출기간 중 ATLAS의 과냉도가 APR1400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후기 

방출 기간동안 포화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관수 기간동안은 

ATLAS의 과냉도가 APRl400보다 작다 이것은 ATLAS가 증기발생기를 통 

한 열전달이 작고， 열구조물에 저장된 높은 에너지가 일차냉각수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재관수 기간동안에 ATLAS의 원자로 냉각재의 온 

도도 APRl400보다 높게 관찰된다. 

노심 입 구， 출구， 압력 용기 상부 공동의 기 공률은 그림 4.2-10에 나타 

나 있다. ATLAS의 전반적인 기공률 거동은 APRl400과 비슷하다. ATLAS 

의 경우 사고 발생 약 20초안에 노십 입구， 출구， 압력 용기 상부 공동의 원 

자로 냉각재가 고갈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관수 기간에는 ATLAS의 경 

우가 더 낮은 기공률의 거동을 보여 주고 있다. 

노심과 강수관의 정규화된 수위는 그림 4.2-11과 그림 4.2-12에 나타나 

있다. 재관수 기간 동안 ATLAS는 APRl400보다 약간 낮은 노심의 수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수관의 전반적인 수위 거동은 비슷하며， ATLAS 

가 약간 빠른 시간 반응을 보임을 그림 4.2-12에서 볼 수 있다 안전 주입 

탱크(SrT)가 동작하는 재관수 기간 동안의 강수관 수위는 거의 동일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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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다 그러나 srT가 고갈된 후 ATLAS의 강수관 수위는 APRl400보다 급 

속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차계통의 압력거동은 그림 4.2-13에서 볼 수 있다. 초기 약 10초 동 

안 ATLAS의 압력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그 이후 재관수 기간 동안에는 

APR1400보다 완만한 압력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라 결론 

본 예비해석은 ATLAS 실험 장치 준공 후 수행할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의 ATLAS 상세설계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석 입력 자료를 작성하였다. 참조원전인 APR1400인 경우 초기 

운전 조건 100%에서 LBLOCA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한 반면， ATLAS의 경 

우는 초기 운전 조건 8%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예비해석 

결과는 APRl40과 ATLAS 실험장치에서 얻어진 압력， 파단유량， 피복재 온 

도， 안전주입수 유량， 과냉도， 기공률， 수위 등의 열수력 변수들을 비교함으 

로 얻어졌다. 

전반적으로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한 ATLAS의 열수력 거동은 

참조원전과 비슷한 것으로 얻어졌다. 이는 ATLAS 실험장치가 LBLOCA에 

대하여 참조원전인 APRl400과 열수력 상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나， 피복재 표면온도와 노심 압력용기 하부 공동에서의 과냉도 등 

일부 열수력 변수들은 참조원전과 상이한 척도왜곡을 보이는 데 이것은 

ATLAS의 노심의 핵연료가 아닌 전기 가열봉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석의 펼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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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VI관 파단사고 

원자로 용기 직접 주입 (DVI) 배관의 파단사고는 APRl400의 안전성 

분석을 위해 고려되는 대표적인 냉각재 상실사고중의 하나로서， 사고로 인한 

발전소의 열수력 거동실험이 추후 ATLAS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최근에 

정법동 외 (2003)는 APR1400의 DVI 배관 파단사고에 대한 PIRT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DVI 배관 파단사고는 크게 4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자로 트립 이전， 트립 이후， Refill 그리고 장기 냉각 단계가 그것 

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요하는 몇 가지의 현상 및 항목을 제안 

하였는데， 여기에는 저온관 강수부 파단부로 이어지는 유로(지식수준 2, 중 

요도 5, Phase 2) , 강수부에서 역방향 유동 (지식수준 2, 중요도 4, Phase 2) , 

유량조절 안전주입탱크 유량 (지식수준 3, 중요도 5, Phase 3), 강수부에서의 

응축 (지 식 수준 3, 중요도 5, Phase 2) 을 포함한다. 

본 절에서는 DVI 배관 파단사고 동안 ATLAS와 이의 기준원전인 

APR1400 사이 의 열수력 상사성 을 최 적 열수력 코드인 MARS 2.1b를 이 용 

하여 분석하였다(정재준 외， 1999) ATLAS 노심의 최대 출력은 상사 최대 

출력의 10%에 불과하며 안정적인 실힘을 위해 8%의 열출력을 가지고 운전 

을 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출력의 왜곡에 따른 부가적인 현상왜곡이 불가피 

하며 이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DVI 배관 파단 냉각재 상실 

사고 조건에서의 상사성 모의 해석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조건에서의 모 

델을 활용한다.’ 100% 초기출력의 APR1400, 100% 초기출력의 ATLAS (이 

상적인 출력상사비교)， 8% 초기출력의 ATLAS. 

가 분석모델 

(l) 정상상태 모델 

본 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기준원전 (APRl400)과 ATLAS의 정상상태 

의 모델은 노심 우회유로의 모델링 등의 작은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 

하며 4.2절 앞부분에서 소개된 바 있는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를 위한 모델링 

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그림 4.2-1 참고)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을 생략하기로 한다. 

ATLAS는 기준원전의 정상출력 대비 최대 10%의 상사출력을 가지며， 

초기조건 기준으로 상사출력의 8%로 운전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제한된 출 

력조건 하에서 노심 입 출구에서의 유체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차측 

유량이 상사 유량조건의 8%로 감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초기조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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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일차계통에서의 각 위치의 온도분포가 과도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그러나 출력조건 이외에도 축소장치의 설계 과정에 

서 불가피하게 기준원전의 이상적인 상사성을 왜곡시키는 설계조건이 개입 

이 되며， 이에 따른 현상의 왜곡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의 원인을 출 

력조건에 의한 것과 설계 특성에 의한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을 용이하 

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비록 ATLAS에서는 100% 상사출력 

을 가지는 초기조건이 존재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기 

준원전 정상출력에 대한 이상적인 상사출력조건에서의 분석도 아울러 수행 

하였다. 

(2) 과도상태 모델 

전술한 바와 같이 APR1400은 냉각재 상실사고 등의 과도 상태 시 노 

심으로의 안전주입수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로 직접 주입방식을 택한다 안전 

주입계통은 기계적으로 분리된 4개의 트레인을 가지며 전기적으로 두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 안전주입 (HPSI) 펌프， 안전주입 탱크(SIT) 

를 포함하는 각각의 기계적 트레인은 원자로 저온관 중심선의 상부에 위치 

한 DVI 노즐에 연결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보수성을 위해 단일 실패 가 

정을 적용하여 4개중 두 대의 고압 안전주입 펌프만을 고려하며， DVI 배관 

파단의 경우， 그 파단 배관이 고려되는 두 개 중 하나의 안전 주입 펌프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결과적으로 4대의 고압 안전주입 펌프중 하나만이 가 

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안전주입 탱크에 의한 유량은 파단배관을 제외한 나 

머지 노즐들을 통해 공급이 될 수 있으므로 4대중 3대의 안전주입 탱크 유 

량을 고려한다. 

노십 출력 관점에서는 APR1400의 경우 보수성을 위한 가산 없이 정상 

운전 출력 값 그대로를 초기조건으로 하고， ANS73의 붕괴열의 1.2배를 고려 

하며， 두 가지의 ATLAS 계산에서는 이러한 APR1400의 출력조건을 기반으 

로 입력조건을 설정한다. 

파단은 양단 파단을 고려하며， 일차계통으로부터의 파단유량은 격납건 

물 모의 체적으로 방출되도록 한다 격납건물은 MARS의 “ Time Dependent 

Volume"을 이용하여 모의하며 압력조건은 예비해석을 통해 얻어진 보수적인 

분석결과를 시스템 해석을 위한 조건으로 활용한다. 이상적인 상사이론에 따 

르면 질량유량은 cPoR1ö싫의 비율로 축소되어야 하며， ATLAS에서는 144얘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심 있는 사고 기간 동안 파단부를 통한 파단 유량은 

choking 조건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조건에서 유체의 속도는 1 ’ 1로 보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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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파단부의 면적은 일반적인 면적 상사비가 아니라 유량을 위한 상사 

비로 축소되어야 한다 즉， 파단부의 면적은 1/203.6으로 축소된 값을 적용한 

다. 

나. 결과 

(l) 정상상태 결과 

과도 해석을 위한 APR1400의 초기조건은 발전소 설계 값에 기초하여 

계산되었다. 표 4.2-3에는 정상운전시의 APRl400의 주요 열수력 인자들의 

설계 값과 계산 값이 비교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원자로 계통의 거의 모 

든 열수력 인자들의 정상상태 결과는 정상운전시의 원자로 설계 값과 잘 일 

치하고 있다. 본 표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일차계통의 압력강하 분포 역시 

두 결과가 잘 일치한다 

이상적인 상사출력조건에서 ATLAS 정상상태 분석결과는 APRl400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좋은 상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 이차측의 압력조건 

은 차이가 나는데， 증기발생기를 통한 일차 측과 이차 측간의 에너지 평형은 

열전달 계수와 열전달 면적， 그리고 일 이차측간의 평균 온도차에 의존한다 

ATLAS 설계는 1/ 203.6 비율의 열전달 면적을 가지므로 만약 열전달 계수가 

동일하다면 일차계통과 이차계통간의 온도 차이는 APRl400에서의 그것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축소 높이에서는 1/얘 속도 비를 가지기 때문에 열 

전달 계수는 기준원전의 그것에 비해 작다 따라서 일차계통의 평균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 이차측간의 평균 온도 차이를 다소 크게 해주어야 하 

며， 이차계통의 압력을 낮춤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차계통의 압력을 기준원전에 비해 0.3 MPa 낮추어 이상적인 일 

차 측 온도조건을 맞출 수 있었다. 

실제 ATLAS 설계조건에 해당하는 8% 상사출력조건에서의 ATLAS 

정상상태 결과 역시 표 4.2-3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열수력 인 

자들이 상사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준원 

전 일차 측의 온도분포를 보존하기 위해 일차 측 유량조건을 출력비에 맞추 

어 감소시켰다. 이 조건에서는 이차 측의 압력조건이 앞선 이상적 출력 조건 

과 달리 오히려 0.8MPa 증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원인 역시 증기발 

생기 튜브를 통한 에너지 평형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실제 설계조건에서는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전달량이 정상출력에 대한 상사조건의 8%로 감소되어 

야 한다. 이상적 체적 비에 기초한 증기발생기 튜브의 열전달 면적조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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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로 축소된 열교환 에너지 조건은 열전달 계수를 줄이거나 일 이차 측 

평균 유체의 온도차를 감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예비 테스트 결과， 첫 

번째 과정은 이차 측의 압력 및 온도조건을 왜곡시키지 않고， 단지 이차 측 

의 냉각재 재고량 및 유량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이상적인 일차 측의 온도 조 

건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은 예기치 못했던 과도상태에 

서의 부가적인 왜곡현상을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 

측의 열전달 계수를 줄이는 방향 보다는 압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초기조건에 

도달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주어진 증기발생기의 열전달 면적조건하에 

서 이상적 열교환 에너지의 8%조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차 측의 압력을 승 

압시킴으로써 일 이차측간의 온도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 

측의 압력을 0.8 MPa 상승시킴으로써 기준원전의 일차 측 온도조건을 얻을 
:드 。164 , L 

1 λ入 λλ -, 
이후에 소개될 DVI 배관 파단 사고 분석에서는 APRl400의 초기조건 

과 앞의 두 가지의 ATLAS 조건 하에서 분석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각 

장치의 초기조건과 구조물의 저장에너지 및 그 외의 설계/운전 특성이 기준 

원전에 비해 상사성 측면에서 완벽히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해석 결과 

상에 다소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왜곡현상의 특성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ATLAS의 설계 및 운전제어요 

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만약 발생하는 

왜곡현상이 축소 실험장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본 

해석결과는 실험 데이터와 예상되는 기준원전의 열수력 거동간의 관계에 대 

한 의미 있는 정보를 줄 것이다. 

(2) 과도상태 결과 

(가) 사고추이 

표 4.2-4는 APR1400과 두 가지의 ATLAS 조건에서 관측된 주요 사고 

추이의 계산결과이다 DVI 배관 파단 사고는 파단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시 

작되며， 여러 가지의 트립 요건 중에서 가압기의 저압 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된다. 본 계산에서는 사고발생 후 20초 후에 원자로 트립이 발생한다. 

원자로 출력은 사고발생 직후 급격히 감소되다가 원자로 트립과 동시에 더 

욱 급격한 감소곡선을 보인다. 원자로가 정지되고， 불과 수초 이내에 노심의 

출력은 붕괴열 수준으로 도달하며 사고 발생 후부터 이 시점까지의 시간은 

대략 25초로 분석되었다. 

주 냉각재 순환펌프와 터빈은 윈자로 트립에 0.5초와 0.14초의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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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가지며 트립 된다고 가정한다. 이차 측의 주급수 유량은 원자로 트립 

신호가 발생하고 10초 후에 정지된다고 가정한다 본 과도상태에서 보조 급 

수계통은 신뢰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후 일차계통이 감압이 되어 일차 측 가압기의 압력이 

1O.7MPa 이하로 떨어지면 원자로가 정지되어 안전주입계통 작동신호가 발생 

하는데， 이로부터 안전주입유량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 

을 40초로 설정한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 신호 후 40초의 주입 지연 시간을 

가지며 고압 안전주입 계통에 의한 유량이 발생한다. 파단부로의 지속적인 

냉각재의 손실로 인해 일차 측의 압력은 완만히 감소하게 되며， 안전주입탱 

크의 정상조건인 때1Pa 이하로 떨어지면 유량조절기가 내재되어 있는 안전 

주입탱크에 의한 주입이 시작된다. 여기에는 별도의 지연시간을 고려하지 않 

는다. 

상사이론에 기초하여 ATLAS에서의 열수력 거동은 APR1400의 그것에 

비해 녕배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ATLAS에서의 제어상의 모든 지연 시 

간은 상사이론에 따라 기준원전의 값에서 변환된다. 표 4.2-4는 각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 관점에서 APR1400과 두 가지의 ATLAS 모델의 사고 추이가 

좋은 상사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의 사고 추이 시간의 차이는 

대부분이 일차 측의 감압 곡선상의 미세한 차이로부터 유발되며 이러한 왜 

곡현상은 다음의 “인자별 상사성 분석“ 과정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나) 인자별 상사성 분석 

본 분석을 위해 그려진 모든 비교 그림은 전술한 세 가지의 계산조건 

을 함께 겹쳐서 표현하고 있으며 각 조건을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100% 정상출력을 초기조건으로 하는 APRl400 과도해석 결과 

.100% 정상운전조건에 대한 상사조건을 초기조건으로 하는 ATLAS 

과도해석 결과 

기준원전 정상운전 조건의 8% 상사출력을 초기조건으로 하는 

ATLAS 과도해석 결과 

[) 노심출력 

그림 4.2-14은 상기 세 가지 계산조건에 대한 노심 출력 결과이다 

APR1400에서 DVI 배관 파단 사고가 발생하고， 노심의 출력은 급격히 감소 

되며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한 후 더욱 급격한 감소 곡선을 보인다. 원자로 

가 정지된 후 불과 수 초 이내에 원자로 출력은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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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과도기간 동안의 노십 출력은 완만한 감소세를 

계산된 노심출력곡선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다. 우선 100% 상사출력에 대한 ATLAS 계산에서는 

노십출력 곡선을 바로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8% 상사출력 

계산에서는 초기 출력조건이 다르고 과도상태가 진행되면서 노심 출력에 의 

한 시스템 저장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출력곡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서 각 시스템의 노심출력 누적 값을 보존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8% 출력조건에서는 출력 트립 시점을 지연시켰다. 그림 4.2-14과 같이 

8% 출력조건에서는 초기의 출력 값이 280초 동안 지속되며 이 후 일정 시간 

간격동안 선형 감소하는 출력곡션을 생성하였고， 계산에 반영하였다 

ATLAS 

보인다. APR1400에서 

계산 조건을 설정하였 

APR1400에서 계산된 

조건의 

ATLAS 

일차계통 유량으로서 저온관 유량의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낮은 값의 

ATLAS에서는 사고 초기에는 급격한 

있으나 이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유량조건을 유지한다 

시스템의 저온관 유량 간에 

있다. 

비교결 

。 근"'조L lT 。 근 

일시 

@ 일차계통 유량 

과도상태의 

과이다. APR1400에서는 저온관의 

유지한다. 8% 초기 출력 조건의 

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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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당한 상사성 

1--L Q... 
7'0 '• 

보이고는 

이후부터는 

도달한 이후의 두 

있음을 보여주고 

적인 유량증가 추이를 

시간 기준으로 100초 

저유량 조건에 

이 유지되고 

압력 

그림 4.2-16은 일차 측 가압기 압력 거동의 비교 결과이다. DVI 배관파 

단 이후 일차 측의 압력은 시스템 냉각재 재고량의 손실로 인해 급격히 감 

소한다. 일차 측의 압력이 포화조건에 도달하면 노심의 상부에서부터 플래싱 

이 발생하여 증기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압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변화 없이 포화압력조건을 유지한다 이후 지속적인 냉각재 재고량의 손실로 

인해 일차 측의 압력은 재차 감소한다. 그림 상의 세 가지 모델의 곡선은 

두 상기 추이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각 모델 결과 간에는 약간의 미세한 차 

이를 보여준다. 일차계통의 압력 추이는 방출량 및 이차 계통의 압력조건에 

영향을 받는다.100% 출력의 ATLAS 모델은 원자로 트립이 발생하기 전에 

기준원전에 비해 다소 급격한 감압을 보여주고 있으며 포화조건에 도달하여 

일정 값을 유지하는 압력수준은 기준원전과 거의 일치한다 트립이전에 

격한 감압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기의 이차 측의 압력조건이 기준원전의 

드크 
」

모 

二:l
B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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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트립이전 

의 압력 추이는 원자로 트립시점에 영향을 주어 이로부터 야기되는 몇몇 기 

기들의 트립 시점을 수 초 앞당기는 영향을 준다. (표 4.2-4 참조) 원자로 트 

립이 발생한 이후 이차계통 압력은 증가하며 일차 측의 압력은 APRl400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8% 출력의 ATLAS의 경우 원자로 트 

립 이전의 일차계통 압력은 APR1400의 그것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차 측 유량조건이 작기 때문에 시스템 특성 시간이 크고， 이로 인해 원자 

로 트립 이전의 짧은 시간동안， 고압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이차 측의 압력에 

따른 일차계통 압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포화 

조건에 도달하는 시점에서의 일차계통 압력은 여전히 높은 준위를 유지하는 

이차 측의 압력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기준 원전의 압력 값에 비해 다소 높 

은 값을 가진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조건에서의 ATLAS 일차 계통 압력 계 

산결과는 기준 원전과 비교하여 약간의 왜곡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종합적으 

로 판단컨대，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상당한 상사성을 유지하고 

이으으 。1- ~ 이 r1 
λλ02 2. T λλ'-' 

@ 안전주입유량 

DVI 배관 파단 사고 후 안전주잉유량의 추이 결과는 그림 4.2-18와 같 

다. 각 모텔에서 안전주입 유량의 시발점은 상사 시간 영역에서 보존됨을 알 

수 있다. 고압 안전주입 펌프에 의한 안전주입유량은 원자로 트립이 발생하 

는 시점에서 40초 지연시간(APRl400 시간 기준) 후에 시작이 되며 트립요건 

에 해당하는 일차계통 압력결과가 세 모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압 안전주입 펌프에 의한 유량도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안전 

주입탱크에 의한 유량 시작 시점 역시 작동시점에 해당하는 일차계통 압력 

이 4 MPa에 도달하는 시점이 세 모델 결과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 

하다. 각 시간대에서 고압 안전주입펌프에 의한 유량은 거의 일치하는 반면， 

안전주입 탱크에 의한 유량 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19에 

서 보여주는 안전주입 누적 량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 

에서도 안전주입탱크에 의한 유량이 형성되기 전에는 세 개의 곡선이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가진다. 주된 차이는 안전주입탱크 유량의 차이 때문인데， 

안전주입 탱크 유량은 일차측 압력조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즉 안전주입탱크가 주입이 되기 시작하는 사고 후 260초와 

350초 구간(APR1400 시간 기준)사이에서 100% ATLAS 압력 조건은 기준 

원전과 거의 비슷하고， 그 이후에서는 전자가 작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경향의 영향을 받아서 100% ATLAS 누적 안전주입유량은 350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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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전과 거의 일치하고， 그 이후는 APR1400 곡선보다 많은 안전주입 유 

량을 보이고 있다 ATLAS 8% 출력 조건에서는 APRl400과 비교하여 안전 

주입 탱크 유량이 형성되는 240초 근방으로부터 300초까지 일차 계통 압력 

이 비슷하다가 600초 근방까지는 ATLAS 8% 가 높고， 그 이후는 기준원전 

보다 낮은 값을 유지한다. 그림 4.2-19은 이러한 압력특성에 따라 300초에서 

600초 사이에서는 8% ATLAS 안전주입유량이 낮고， 650초 근방 이후부터는 

기준원전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림 4.2-19은 많은 왜곡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일차 측의 미세한 압력 불일치 

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로서 상사성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 파단유량 

DVI 배관 파단사고시 열수력 거동 중에 중요한 인자들 중 하나가 파 

단유량이다. 그림 4.2-20과 그림 4.2-21은 각각 각 모델들의 파단유량과 누적 

파단유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파단유량에 대한 해석결과는 미포화 방출 

기간과 장기 냉각기간동안에서의 파단유량은 기준원전의 그것과 상사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포화 방출 기간 동안에는 두 가지의 ATLAS 모델이 모두 

파단유량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포화 방출 기간 동안의 왜곡현상은 강수부에 

서의 관성효과로부터 발생된 결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파단유량은 파단 

부의 압력과 기포율 혹은 건도조건에 의존한다. APR1400은 파단 후 상당 시 

간동안 강수부 아래쪽으로 향하는 정상흐름의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ATLAS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관성력이 작다. 특히 8%초기 출력조건에서의 

ATLAS는 더욱 유량조건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방향으로의 관성력이 

작다. 따라서 파단부에서 플래싱이 발생한 이후 ATLAS 노즐부에서의 기포 

율은 APR1400에서의 그것에 비해 작은 결과를 보여준다 100% 출력조건에 

서의 ATLAS에서도 파단부에서는 choking을 고려하여 속도가 1 ’ 1 이 되도록 

파단부가 설계되어 있으나 시스템에서는 이상적인 상사비를 따르기 때문에 

정상상태 시 강수부 하부로 흐르는 유체의 속도는 기준원전의 그것에 비해 

녕배 작다. 따라서 100% 출력조건의 ATLAS도 기준원전에 비해 정상유동 

방향으로의 관성력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단부에서의 기포율의 차 

이로 인해 파단 유량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4.2-21에서의 파단 유량의 누 

계의 차이는 이러한 파단 유량 스펙트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장기 냉각 

기간동안에 파단유량의 요동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안전주입계통의 주입유량 

이 직접 파단부로 우회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주입지점과 파단부가 인접 

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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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 및 7J-~ 닝 y 'f1 dTT TT 

노심과 강수부 수위 결과는 그림 4.2-22와 그림 4.2-23에 각각 도시하 

였다. 두 수위는 모두， 파단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주입탱크로부터 유량이 형 

성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감소하고， 안전주입탱크의 유량의 도움으로 회복 

하기 시작한다. 각 모델들의 추이는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따르나 ATLAS의 

수위가 APRl400보다 최저점이 낮고， 이후 회복되는 형태도 APR1400보다 

낮은 준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왜곡의 원인에 대해 안전주입탱크 유량의 

주입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안전주 

입탱크로부터 유량이 형성되기 이전에 ATLAS가 낮은 수위까지 감소하는 

원인은 두 ATLAS 모델링이 기준원전에 비해 많은 파단 유량을 가지기 때 

문이다 즉， 많은 파단유량은 일차계통의 냉각재 재고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Blowdown 후반부에 낮은 수위를 야7 한다. 안전주입탱크에 의한 유량의 도 

움으로 수위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의 불일치는 축소높이 실험장치의 고유한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축소 실험장치는 기준원전에 비해 이상적 체적비 

보다 많은 양의 구조물의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높은 구조물의 

저장에너지는 강수부에서 유체로의 과다한 에너지 전달을 야기하며 이는 강 

수부에서 기포율을 상승시키고， 노심입구에서의 액상의 미포화도를 감소시킨 

다. 또 다른 특성으로서 축소 높이 장치의 강수부 하부에서 느끼는 수두는 

기준원전의 반이므로 ATLAS 강수부 하부에서의 미포화도는 상사성에 기초 
한 이상적인 열전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원전에 비해 불가피하게 작을 

수밖에 없다 강수부 하부， 즉， 노심 입구에서의 작은 액상의 미포화도는 노 

심의 냉각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이로 인해 노심에서 과다한 비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심의 수위를 저하시킨다. 8% 초기 출력조건의 

ATLAS 결과에서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사성 왜곡의 원인으로서는 
출력 조건이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8% 출력조건에서는 기준원자로와 출 

력 누계를 보존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동안 8%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키 

는데， 대략 기준원전 시간 기준으로 30초부터 500초 사이에서는 기준원전보 

다 높은 출력 조건을 가진다. 실제로 출력의 일부는 유체로 전달되어 시스템 

외부， 즉， 격납 건물로 방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력제어 

방식은 상당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사이론에 비추어 타당성을 

가지는 보다 적절한 출력 제어 방식이 요구된다. 그림 4.2.3-22, 그림 4.2-23 

에서의 100%와 8% 출력조건의 ATLAS 결과 차이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출 
력제어의 차이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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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분석 

절에서는 기준원전인 

찰하기 위해 최적 안전성 

토깅[ 
」 APR1400과 ATLAS간의 열수력 

코드인 MARS2.1b를 이 용하여 

상사성을 

DVI 배관 

고 

파 
트조λ} 으L "- ，근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두 가지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모델의 주요 

단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모델을 고려하였으며 각 

ATLAS 

정상출력조건에서의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모델 

모델， ATLAS 100% ATLAS모델 상사이론을 

.8% ATLAS 모델’축소 출력조건의 실제 ATLAS가 가지는 부가적 
고찰하고， 적절한 운전조건을 찾기 위한 모델 인 상사성 왜곡현상을 

토깅[ 
」 연구에서 수행한 APRl400의 정상상태 분석결과는 설계조건과 거의 

모텔에서는 일차계통의 열수력 

왜곡시켰으며， 이차 측 조건을 제외 

목표치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가지의 ATLAS 
인자를 보존하기 위해 이차계통 압력을 

한 대부분의 일차 측 정상상태 조건은 

다. 

APRl400과 두 가지의 ATLAS 모텔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는 기준 원 

전과 ATLAS 사이에 전반적인 상사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 
한 분석에 기초하여 DVI 배관 파단사고에 대해 ATLAS의 상사이론의 적절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단계의 분석에서는 파단유량과 노심/강수 
닝 , 수위 상에 상사성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단유량의 
왜곡은， 과도상태 시 ATLAS 강수부에서 가지는 초기 유체의 운동량이 기준 
원전의 그것에 비해 작은 수력학적 특성 차이로 분석하였다. 노심과 강수부 

에서의 수위차이는 두 시스템 간에 구조물의 저장에너지와 강수부 하부의 

수력학적 헤드의 차이로 설명하였으며 8% 출력 ATLAS 에서의 출력 제어 
로직의 보완이 펼요함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설계 

도출된 

현 단계의 상사성 분석은 ATLAS의 고유한 

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최적화된 실험 절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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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증기관 파단 사고 

가. 사건 개요와 배경 

주증기관 파단사고 (MSLB)는 주증기계통의 배관이 파단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원자로냉각재의 과도한 냉각을 초래하고 노심의 반응도가 증가되 

는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해 핵연료피복재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 분석보고서 (SAR)의 증기관 파단사고의 해석에서는 원자로 

정지후 재임계도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 핵연료 피복재 성능저하의 가 

능성이 가장 큰 경우， 그리고 제한구역 경계에서 방서선량이 최대가 되는 경 

우의 파단사고를 선 택한다 

증기관 파단사고의 특징은 증기 유량의 증가로 인하여 계통이 냉각되 

는 사고이며，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증기발생기로부터 에너지가 과도하게 제 

거된다 그 결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 및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냉각은 감속재 및 도플러 부반응도계수에 의해 노심의 반 

응도 증가를 야기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은 가압기 또는 증기발생 

기의 저압력 경보， 원자로 고출력 경보， 증기발생기 저수위 경보에 의하여 

탐지된다. 증기관 파단사고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증기발생기 저압력， 원자 

로냉각재계통 저압력， 증기발생기 저수위， 원자로 고출력， 노심보호연산기에 

의해 발생되는 저핵비등 이탈률과 그리고 원자로 건물 내부 증기관 파단사 

고시에는 원자로건물 고압력 등과 같은 원자로 정지신호 중 하나에 의하여 

발생된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소외전원상실을 수반한 증기관 파단사고의 경 

우는 사고와 동시에 터빈정지밸브가 잠기고， 양측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 

수가 중단되며 원자로냉각재펌프가 관성서행( Coastdown)되기 시작한다고 가 

정한다. 원자로는 조기 원자로정지를 보수적으로 가정하며 노심보호연산기의 

원자로냉각재펌프축저속도 정지신호나 원자로보호계통의 가변과출력 신호에 

의하여 정지된다. 원자로 정지후에도 최대 반응도를 갖는 제어봉은 완전인출 

상태에서 고착되어 있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보조급수는 즉각적으로 작 

동되어 양쪽 증기발생기나 파단측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한다고 가정한 

다. 파단측 증기발생기의 감압으로 인하여 주증기 격리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에 의하여 주증기 격리밸브들이 닫혀서 건전한 측 증기발생기로부터의 

증기발출은 차단되며， 또한 주급수 격리밸브들이 닫혀 양측 증기발생기로 공 

급되는 주급수는 중단된다. 가압기 압력은 안전주입작동신호가 발생되는 시 

점까지 떨어진다. 

증기관 파단사고는 non-LOCA의 대표적인 사고로서 ATLAS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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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열수력 현상이 고찰될 것이다 최근에 송진호(2003 ， 2004) 외는 

APR1400의 증기 관 파단사고에 대 하여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Ranking Table)를 작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증기관 파 

단사고의 전개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력 

(l) Pre Trip Phase (원자로 정지전 구간) 

(2) Cooldown Phase (냉각 구간) 

(3) Safety Injection Phase (안전주입 구간)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가 펼요한 항목으로 아래의 9가지 열 

현상을 정의하고 있다. 

(1) wall heat transfer at the steam generator shell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5 

(2) void distribution at the steam generator shell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5 

(3) liquid entrainment in the separators 

Knowledge level 2, Importance 5 

(4) mixture level in the separators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5 

(5) boron mlxmg in the upper downcomer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4 

(6) boron transport in the lower plenum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4 

(7) thermal mixing in the lower plenum 

Knowledge level 3, Importance 4 

(8) stored energy release in the upper head 

Knowledge level 4, Importance 5 

(9) flow to and/from upper head 

Knowledge level 4, Importance 5 

나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열수력 최적 계통 해석코 

드인 MARS 3.0을 이용하여 APRl400과 ATLAS 실험장치의 증기관파단사 

고에 대한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예비해석은 ATLAS 실험장치의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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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파단사고에 대한 열수력적 상사성 모사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증기관 

파단사고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운전절차서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예비해석을 위한 대표적인 사고 시나리오로서 정격출력에서 소외전원 

상실을 수반하는 증기관파단사고 (SLBFPLOOP, Steam Line Break at Full 

Power with Loss Of Offsite Power)를 선택하여 APRl400과 ATLAS 실험 

장치에 대한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ATLAS 실험장치는 모의 노심을 전기 

가열봉으로 모사하며，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ATLAS의 모의 노심에서 

는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노심의 동적 반응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계통의 열수력적 상사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APRl400의 노심 반응도 효 

과는 본 예비해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증기관 파단사고의 전개에 따른 

계통의 제어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보조급수는 파단측 증기발생기 

로만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비해석에서 사용한 APRl400과 

ATLAS의 노드화 개략도는 앞 절의 다른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그림 4.2-1 참조) 두 계통은 동일한 노드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4.2-24 

는 증기관 파단 모델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증기관 파단은 증기발생 

기 돔 하류의 주증기 배관이 양단 파열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파단은 파단 

증기발생기측 주증기관에 연결된 밸브 V596과 V598이 동시에 열리면서 시 

작된다. 증기발생기 돔 상부에는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 최대 유량을 제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량제한기의 최소유동면적은 주증기배관 단면적의 

30%인 0.ll91112이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척도법에 따라 파단면적이 

1/203.6로 축소되어 모의되었다. 

다 정상상태 해석 결과 

증기관 파단사고를 해석하기 위하여 먼저 과도해석의 초기 조건인 정 

상 상태 해석 결과를 얻어야 한다. 본 예비해석에서는 3가지의 정상 상태 해 

석결과를 얻었다. 참조 원전인 APRl400의 100% 정상 출력상태， ATLAS 실 

험장치의 축소 100% 정상 출력 상태 및 ATLAS 실험장치의 8% 정상 출력 

상태. 3가지 정상상태에서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은 표 4.2-5에 정리되어 있 

다. 

APRl400의 100% 정상 출력 상태는 참조원전인 APR1400을 그림 

4.2-1과 같이 노드화하고 정격 출력 100%로 운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표 

4.2-5에서는 APRl400의 설계값과 계산값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의 주요 열수력 변수들이 매우 잘 일치하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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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고， 일차계통의 압력과 

출력 이 1/203.6으로 감소된 반면，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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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까지 8%의 출력을 유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참조원전의 붕괴열 곡선 

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ATLAS-8%"의 경우는 참조원전인 APRl400과 동일한 계통제어방법 

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의미한다. 다양한 예비해석에 의하면， 증 

기관 파단사고의 경우 유일한 노심 붕괴열 제거 방법은 파단측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통하여 이차계통으로 열을 전달하고 전달된 열은 파단부로 방출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계통 냉각수의 강제 순환 유량과 이차계통의 열제 

거 능력은 사고 초기의 일차계통 감압 경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수력 

인자가 된다. ATLAS-8%의 경우 사고 초기에 일차계통 유량이 8%로 유지 

되다가 0%로 감소하므로 노심 붕괴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강제 순환 

능력이 참조원전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조원전인 APRl400인 

경우 사고 초기에 이차계통 유량이 100%에서 관성 서행하므로 사고 초기에 

노심의 붕괴열을 파단측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데 ATLAS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열수력 상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고 초기에 원 

자로냉각재펌프CRCP)를 가속(Speedup)하는 계통 제어방법이 펼요하리라 사 

료된다 

또한 파단부는 면적은 1/203.6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파단 유량도 동 

일한 척도비로 축소됨을 의미한다. 즉， 파단 유량은 척도법의 100%로 방출되 

게 된다. 그러나， 이차계통 정상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급수의 유 

량을 척도법의 8%로 감소시켰다. 이 상태에서 증기관 파단이 발생할 경우 

파단부로 방출되는 유량에 비해 주급수 유량이 적으므로 증기발생기는 쉽게 

고갈되어 열제거 능력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이차계통의 차이는 

주급수유량을 초기에 증가시키는 제어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계통 제어의 펼요성을 근거로 하여 본 예비해석에서는 사건 발 

생 초기에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급수유량을 

척도법의 100%로 증가시키는 제어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ATLAS-8%-new" 경우로 명명하였다 즉， “ATLAS-8%-new" 의 경우는 

파단 발생 초기 5초동안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를 100%로 증가시켰다 

가 감소시키고， 주급수유량 격리밸브가 닫히기 전까지 주급수의 유량을 척도 

법의 100%로 증가시키는 계통 제어를 의미한다 

표 4.2-6는 이와 같은 2가지 ATLAS 예비해석과 참조원전인 APRl400 

예비해석에서 얻어진 주증기관 파단사고 사건(Event)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그림 4.2-26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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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의 경우 거의 zero의 회전속도를 보여주는 반면 

“ATLAS-8%-new"의 경우는 RCP 회전속도 제어로 인하여 초기에 증가된 

회전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증가된 RCP 회전속도로 인해 유발되는 일차계통 

유량의 증가는 그림 4.2-27에서 볼 수 있다. “ATLAS-8%-new"의 경우는 

오히려 참조원전인 APRl400보다도 증가된 일차계통 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추후 보다 면밀한 해석을 통하여 최적화된 RCP 회전속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2-28은 주급수 유량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TLAS-8%-new"의 경우 계통 제어로 인하여 약 20초동안 100%의 주급수 

가 증기발생기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TLAS-8%-new"에서 사용된 두 가지 계통제어로 인하여 사건 발생 

초기에 일차계통에서 발생하는 노심 붕괴열의 제거 능력은 크게 향상되며 

이로 인하여 일차계통 압력은 그림 4.2-29에서 볼 수 있듯이 참조원전과 비 

슷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계통 제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ATLAS-8%")에는 일차계통의 감압이 지연되며， 최소 압력도 높아지게 되 

고， 진행되는 계통의 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4.2-30은 노십 

상부 공동(Upper head)의 기공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차계통의 감압이 지 

연될 경우 노심 상부공동에서 프래싱 (Flashing)에 의해 발생하는 기포 발생 

이 지연되게 된다. 

주증기관 파단사고에서 얻어진 이차계통 압력은 그림 4.2-31에서 볼 수 

있다. 건전한 증기발생기측 이차계통 압력은 참조원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ATLAS-8%"의 경우는 초기 열제 

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차계통이 압력이 상승하여 주증기 안전밸브가 

개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적적한 계통 제어를 통하여 

사고 초기에 일차계통의 붕괴열을 효파적으로 이차계통에 전달했을 경우에 

는 건전한 증기발생기측 이차계통 압력 증가가 상당히 완화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그림 4.2-32과 그림 4.2-33은 증기발생기 수위와 열제거량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34는 안전주입수의 。 근"'조L lT 。 근 보여주고 있는데， 

“ATLAS-8%-new"의 경우 참조원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2-35는 적분 파단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ATLAS의 경우 파 

단유량이 참조원전보다 모두 작기는 하지만 “ATLAS-8%-new"의 경우가 

보다 참조원전의 파단유량에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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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라 결론 

본 예비해석은 향후 2단 711 ATLAS 과제에서 수행할 예정인 주증기관 
파단사고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의 ATLAS 상세설계 내용이 충 
분히 반영되었다. Non-LOCA의 대표적 사고인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ATLAS의 열수력학적 상사성 모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참조원전인 APRl400과 동일한 계통 제어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 

한 척도왜곡이 발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척도왜곡은 

ATLAS 실험장치의 8% 초기 조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현재의 경우 계통으로 공급되는 노심 열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자로 지 

연 정지 방법 (Delayed trip)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 지연 정지 방법 

으로 인하여 계통으로 공급되는 열은 보존되지만 초기 조건 8%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통에서 제거되는 열은 보존되지 않는 척도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척도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지연 정지 방법(Delayed 

trip)은 재검토하거나， 사건 초기에 적적한 계통제어 통해 열제거 능력을 향 

상시킬 펼요성이 있어 보인다 

떠
 
생
 



표 4.2-1 정상상태에서의 주요 열수력 변수 

Design Parameter 
APR1400 APRl400 ATLAS 

Ratio 
design calculation 8% 

Reactor Vessel 

Nonnal Power, MWt 3983 3983 1.56 
8.0% of 
1/203.8 

Pressurizer P. , MPa 15.5 15.5 15.5 1.0 

Core Inlet temp., K 564 564 564 1.0 

Core outlet temp., K 598 597 597 1.0 

Core flow , kg/s 20362 20275 8.27 
8.3% of 
1/203.8 

Steam Generator 

Number of SGs 2 2 2 1 

Steam;Feedwater 1135.5 1152.4 0.43 307 Flow rate/SG (kg/s) 

Steam pressure(MPa) 6.89 6.89 6.89 1.0 

Steam temp.(K) 558 558 558 1.0 

Primary plpmg 

Hot leg flow (kg/s) 10497 10496 4.14 
8.03% of 
1/ 203.8 

Hot leg temp. (K) 598 597 597 1.0 

Cold leg temp.(K) 564 564 56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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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LBLOCA의 사고 전개 과정 (Sequence of Events) 

Time Time 
Event 영짧kgR ATLAS TripNo. Description (APR1400) 

(seconds) 

Reactor Trip 0 1.10E-06 510 TRIP at O.Os 

RCP Trip 0 2.3lE-06 598 TRIP 510 with no delay 

TBN Trip 0.56047 0.4000 605 TRIP 510 with 0.56s delay 

MFIV Close 1.00047 0.7155 503 TRIP 510 with 1.00s delay 

Low Prz 
13.8602 8.9606 431 P51O-1O < 10.7214 Mpa 

Pres. Signal 
Low Prz 

9.7736 432 TRIP 431 with 1.15s delay 
Pres. Trip 

Downcomer Pres 
15.9302 10.455 581 P131 -02 < 4.03136 Mpa 

Low Signal 

Acc. Liquid Vo l. 
15.9302 10.455 582 Acvliq-570 > 1.5552 m3 

High Signal 

SIT-1, 2, 3, 4 On 15.9302 10.455 TRIP 581&582 (no delay) 

Ref!ood On Signal 26.8862 18.231 599 P220-20 < 1.0 bar 

HPSI-1 , 3 On 53.8633 37.241 576, 578 TRIP 431 with 40s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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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주요 인자의 정상상태 분석 결과 

m
ω∞
 

Dεsign Paramεtεi APR1400 APR1400 ATLAS-Full ATLAS ATLAS Ratio 

Casε Dεscription Dεslgn Calculatεd 
Scalεd Full 8% ofScalεd 

Powεr (Ratio) Full Powεr 

Rεactor Vεssε1 

Norrnal Powεr， MWt 4 3983 3983 19.56 (11204) 1.56 8. 0% of 11203.6 

Pressurizεr P. , MPa 15.5 15.5 15.5 (l.0) 15.5 l.00 

Corε lnlεt .Tεmp. ， K 564 564 564. (l.0) 564 l.00 

Corε Outlεt .Tεmp. ， K 597 598 597. (l.0) 597 l.00 

Corε Flow, kg/s 20277 20279 100.1(11202) 8.2 8. 2% of 11203.6 

Steam Generator 

Numbεr ofSGs 2 2 2 2 1 

Steam/Fεεdwatεr 
1152.4 ll52.2 5.54(11208) 0.444 7.85% of 11203.6 

Flow Ratε/SG (kg/s) 

Rεcirculation ratio 3.82 3.82 3.90 15.0 

StεamPrεssurε(MPa) 、‘- 6.89 6.90 6.59 7.70 

StεamTεmp.(K) 558 558 555 565 

Primary piping 

HotLεg Flow (kg/s) 10496 10497 51.5( 11204) 4.1 8. 0% of 11203.6 

Hot Leg Tεmp.(K) 597 597 597 597 l.00 

ColdLεgTεmp.(K) 564 564 564 564 l.00 



표 4.2-4 DVI 배관 파단사고의 사고 추이 

Timε (sεc)， APR1400 
Timε (sεc) Timε (sεc)， 

ATLAS ATLAS 
Evεnt dεscription (Rεducεd Timε for 

(Scalεd Full (Scalεd8% 
ATLAS) 

Powεr) Powεr) 

DV1Brεakbεgms 0.0 (0.0) 0.0 0.0 
Rεactor tnps 20.9 (1 4.8) 10.4 15.5 
Turbinε trip 2 l.l (1 4.9) 10.5 15.6 
RCP trip 2 l.4 (1 5.1) 10.8 15.9 
MF1S signal 3 l.4 (22.2) 17.9 23.0 
S1P bεgms 59.8 (42.0) 37.9 43.0 
S1Tbεgms 239.2 (1 69.1) 169.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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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정상상태에서의 주요 열수력 변수 

Design Parameter 
APR1400 APR1400 ATLAS ATLAS 

design calculation full 8% 

Reactor Vessel 

Normal Power, MWt 3983 3983 19.56 1.56 

Pressurizer P., MPa 15.5 15.5 15.5 15.5 

Core Inlet temp., K 564 564 564 564 

Core outlet temp., K 598 597 597 597 

Core flow , kg/ s 20362 20277 100.1 8.2 

Steam Generator 

Number of SGs 2 2 2 2 

Steam/I<eedwater 
1135.5 1152.4 5.54 0.444 

Flow rate/ SG (kg/ s) 

Recirculation ratio 3.9 3.82 3.90 15.0 

Steam pressure(MPa) 6.89 6.89 6.59 7.70 

Steam temp.(K) 558 558 555 565 

Primary plpmg 

Hot leg flow (kg/ s) 10497 10496 51.5 4.1 

Hot leg temp. (K) 598 597 597 597 

Cold leg temp. (K) 564 564 564 564 

띠
 
얘
 



표 4.2-6 SLBFPLOOP의 경 우 주요 Sequence of Events 

Time (sec) Time (sec) 
Time (sec) 

Event description APRl400 ATLAS-8% ATLAS-8% 
new 

MSLB begins 0.002 0.01 5.0 

Reactor trips 0.002 0.01 5.0 

RCP trips 0.002 0.01 5.0 

Aux. feed starts 

(broken loop only) 
0.002 0.01 5.0 

Turbine trips (1.3sec 
1.302 0.93 5.9 delay) 

MSIS on 13.604 6.86 14.6 

MSIV close with 5.0 18.606 10.39 18.1 sec delay 

MFIV close with 23.606 13.93 21.7 lOsec delay 

HPSlon 72.315 115.42 67.2 

Transient stops 1800.0 13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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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3 절 운전절차서 개발 

1. 개요 

ATLAS 시험운전절차는 각 시험의 종류 및 Parametric Effect Test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조건 및 절차가 구분되며， 본 절에서는 LBLOCA, 

MSLB" DVI line break를 대상으로 그 개요를 제시한다 초기 및 경계조건 

(Bound따y)에 따라 열수력 과도양상(Transient Pattern)의 전개가 달라지므 

로 정상운전 조건의 설정 및 과도 사건 전개과정에 대한 기술내용이 실험운 

전 절차서의 핵심사항이 된다. 각 운전변수가 사고전개에 미치는 민감도는 

각각 다르므로 이들 변수의 정상운전 조건 도달 판정의 기준은 각 운전 변 

수의 성격에 따라 정상상태 도달 오차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초기조 

건 설정 의 주요 항목과 Transient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초기조건 설정의 주요 항목 

(l) 노심히터 출력 ， PR=8% .. Mαx 

(2) RCP Speed & Loop Flowrate, rR= defined by flowrate 

(3) PZR Pressure, p RPZR= 1/1 

(4) Thot, Tcold, T R=I/1 

(5) SG Steam Dome Pressure,PRJZR=I/i 

(6) Main Steam Flowrate, P R=I/1 

(7) SG Level, L R =l\10 Desire 

(8) Feedwater Flowrate, M R=I/203.6 

(9) Feedwater Temperature, T R= 1/1 

(10) Structure Wall Temperature, T R=I/1 

나. Transient 주요항목 

(1) Event Initiation at Time Zero, [R=O , 1/1, orl/매 

(2) Core Power Trip and Power Transient 

Trip Time ’ [R= 1/매 ,or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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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Fraction PR~8% .. DxayPoμl'?Y 

(3) Bre밟 Valve Opening Time, [R ~ 1/딩 

(4) HPSI Initiation and Flowrate, [R~ 1/매 withM R~ 1/203 , 6 

(5) SIT Initiation Time and Flowrate, [R ~ 1/딩 withM R~ 1/203 , 6 

(6) Main Steam Isolation Time, [R~ 1/연 

(7) Main Feedwater Isolation Time, [R ~ 1/매 

(8) Aux. Feedwater 

다. Test전 Off-Line/계 통 예 열 

(l) 파단계통 

고온 파단류 형성에 따른 파이프， 탱크， 계측기， 제어밸브류의 예열은 

열충격 및 증기응축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예열이 되어야 한다. 또한， Branch 

관류 및 배관 내부의 Dead Volume에 고이는 축적수 및 Bypass 등이 없도 

록 라인정렬을 등의 확인 작엽등이 필요하다 

(2) ECC 계통 예열 

비상노심냉각 안전주입수 계통은 주입라인의 예열， 주입압력 및 유량 

형성에 소요되는 펌프의 회전속도 반응이 느런점을 고려하여， 예비 Bypass 

모드로 운전하다가 주입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기기별 천이운전 제어 개요 

출력 

가 노심히터출력 제어 

노심히터는 반경방향의 출력비가 제어가능하다. 그러나， 반응도 궤환의 

제어는 LOCA Test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노심저출력 보상을 위한 

Trip 지연은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t r~.^~ r앓j( t)dt 
ηψ 꿇(0.08 - j( t) )dt 

(4.3-1) 

노심은 시간 대 노심출력비의 표로서 입력되어 제어된다. 예제는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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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은 노심제어와 관련된 한다. 기술하기로 제어표에서 노십출력 고의 

다음과 같다. 

’ RPS에 의해 생성 

’ 출력겨1 ， Heater 온도， 노심유체온도 

, 출력계， Heater 온도， 노심유체온도 

Trip 신호 

참조선호 

노심출력 

노심출력 

Operator 입 력 , table 

보호선호 

제어방식 

노심출력 

노십출력 

나. RCP 

8%이다. RCP의 회전수는 

대 1 이 된다 정상운전에서는 

차측 배관이 파단되는 LOCA의 

있다 따라서 4대의 RCP 회전수가 

Mode)와 개별 제어되는 

8%에 

노심입 

노심출력 

종속변수이다. 이때 

각 저온관의 

수단이다 제어하는 Loop Flow를 제어는 

RCP유량은 

온도차의 비가 

동일하지만， 

회전수 RCP 

대응하는 

출구의 RCP 1 

Loop Flow는 

동기모드 

제어는 

동일한 

경우 1 
/-. 
T 

Flow는 

비대칭 

(S ynchronized 

。1
E즈 

구분되며，회전수 운전모드로 

주증기관 파단후 

증기발생기로 

제어된다. 표로서 입력되어 

차측의 

시간 회전수의 

차측과 2 

입력값과 

증기발생기 

정수 

유입 열교환량은 통한 1 밸
 

튜
 

결정한다 이때， 증기발생 

방출되어 장치축소비 

갖고， 주급수 유량이 

유량은 1/203.6의 

계수가 일치한다. 이 

크기를 

1/203.6의 비 율을 갖고 

압력 비가 각 각 1/1을 

100%)의 주입비율을 갖으면 

1차측과 2 차측간의 

열원 (Heat Source)의 

통한 파단류는 

갖는다. 

축소비의 

증기발생기 

온도 

。 근io1 Tí '0 '-'1 

배관을 

100%를 

1 차측 

치
 
을
 

자
。
 갖
 

α
 

는
 
의
 

찌
 

되
 
기
 
의
 U 

;ζ 

←「

RCP 

열전달 

약 50%유량을 갖게 설계되 었 

장치 축소비의 8%) 

가변천이 운전이 

다음과 같이 

요구유량은 

시켜주는 

RCP의 제어는 

때 

조건에서 ATLAS RCP는 장치축소비의 

1/407.2(설계축소비의 50%, 정상상태 

의 최대 유량비 또는 설계 최대치로 순간 가속을 

주증기관 파단 직후 

비율을 

러한 

으므로 

요 필요하다. 약 5-10초간 

약된다 

: RCP Trip Signal 

’ 회전계， 유량계 

’ 회전계， RCP Body온도 

RCP Trip 

RCP 참조제어선호 

Operator 입 력 ,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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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rn Pressure 

증기발생기 증기압력은 증기발생기의 운전 변수중 증기온도， 급수 

(Feedwater) 온도 및 유량등을 척도비에 1/1로 고정할 때， 증기발생기 열제 

거 능력이 8%로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증기발생기 열제거 

능력을 8%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급수의 온도를 증가시켜 급수의 엔탈피를 

높이거나， 증기의 압력을 증가시켜 증기 엔탈피를 낮추어 증기발생기 열제거 

능력을 낮춰 8% 로 맞추는 방법이다. 이때， 증기발생기 증기압력은 컨덴서로 

방출되는 유량제어밸브를 이용하여 제어 가능하고， 주급수의 온도는 컨덴서 

1차 열교한기를 통해 제어 가능하다. 

라 Feedwater 

二二L/ι 。 그F 。 二二L/
èl T lT π，τèlT Pump와 제어밸브로 제어된다. 주급수 격리등은 제어 

밸브로 제어한다 ATLAS의 경우 급수 운전 변수는 급수온도이며 나머지는 

종속적이다. 따라서 운전에서는 급수온도를 제어하는 열교환기의 열교환량의 

설정값 이외에 유량의 천이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MSLB의 경우 급수의 

주입 경과 시간은 약 20초 정도이다. 묘R1400 해석에서는 급수 유량이 상 

수값을 갖지만 ATLAS의 경우 증기발생기 Condenser-F애T-S/G의 폐루프 

(Closed Loop)를 갖는 설계이므로 주증기관 파단후 주증기 격리밸브가 잠기 

면 증기발생기 쪽의 압력강하가 크게 되므로 급수유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 

다. 이를 제어밸브로 제어할 수 있다. 

마 Condenser 

정상상태시 주증기유량은 증기발생기와 Condenser간의 압력차로 유발 

되며 주증기 제어밸브의 압력강하로 최종 결정된다 Condenser의 압력은 

Condenser Spray로 결 정 되 며 , Condenser 수위 는 Condenser charging과 

letdown으로 결정된다. 주증기 격리밸브와 주급수 격리밸브가 잠긴 이후의 

Condenser의 기능은 ATLAS 1 차 및 2 차계통의 열수력 반응과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LOCA에서 Condenser 격리운전이후는 특이 제어 사항은 없다. 

바. ECCS 

srT는 압력차에 의해 주입되는 계통이므로 srT압력과 주입라인의 

K-factor 설계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운전제어는 srT 압력， 주입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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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위)이다 SIP는 펌프의 헤드와 원자로용기부의 압력차로 주입 량이 결정 

된다. APRl400의 SIP는 원심형 펌프인데 비해 ATLAS의 SIP는 PDP형이다 

따라서， Purnp의 회전수도 일정 부분 함께 제어되어야 한다 

LOCA에 서 Transient시 고려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l) 노심의 출력은 총 노심 열출력을 상사한다. 

(2) 가압기 히터는 Off 상태， No Spray 

(3) No charging Flow 

(4) No letdown Flow 

(5) No Trace Heater Power 

3. 실험운전의 개요 

실험운전의 전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End of Steady-State 

EOS Signal Generation by Operator Decision 

10 sec 경과후부터 Test 개시됨 

Test timer = Elapsed Time (sec) - 10.000 

Data 저장 개시 

N2 System Isolation 

Test time 0.0 sec 

사건/사고 개시 

Break Open, pump, power trip etc-". 

Unlock Self System Protection 

PZR 

가압기 히터는 Off 

No PZR Spray 

No PZR charging Flow 

No letdown Flow 

No Trace Heater Power 

@ 

빽
 



Transient 

Core Heater Control 

RCP Speed Control 

SIT Flow & Isolation 

HPSI Pump & Flow Control 

Main Feedwater Isolation 

Aux Feed water 

Main Steam Isolation 

End of Test Signal (EOT) 

저장 종료 

Core Power Off 

Break Valve Close 

Continue Cooldown by Heat Exchanger 

Primary System Depressurization 

Primary System Make up(Refil!) 

Secondary System Make up(Refil!) 

4. MSLB 천이 운전절차 

MSLB의 사건 전개는 표 4.3-2와 같다. 이때， 노심출력제어는 표 4.3-3 

과 같다. 주급수제어는 표 4.3-4와 같다. 보조급수 제어는 표 4.3-5와 같다. 1 

차계통의 RCP 유량 제어는 표 4.3-6과 같다. 그림 4.3-2는 HPSI 유량을 나 

타내고 있다. 주입표준은 APRl400 곡선에 상사 유량으로 주입함이 바람직하 

다. 

5. DVI Line Break 천이 운전절차 

DVI Line Break 천이 운전절차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는 파단계통의 밸브개방으로 시작. 

제어는 안전주입펌프와 출력제어만 해당 

안전주입펌프는 유량제어 

안전주입탱크에 의한 유량은 피동적 제어 (인위적 제어 없음) 

원자로 출력제어 커브 

DVI Line Break의 주요인자는 표 4.3-7과 같으며， 정상상태 값은 표 

4.3-8과 같다. DVI Line Break 천이 사건 전개는 표 4.3-9와 같다. 이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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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출력제어는 표 4.3-10-'과 같다. 그림 4.3-4는 노십출력의 천이를 나타낸 그 

림이다 그림 4.3-3은 HPSI 주입지점을 나타내며， 표 4.3-11 HPSI유량을 나 

타내고 그림 4.3-5는 HPSI 주입 곡선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í 

떼
 
써
 



표 4.3- 1 S y stem Control Signal 

쩍용 Pha."" 구분 
No Name DesClψtion Refenmæ Signal Set Point 용도 Heat Steady 

up State 
Trans:ient ç;~~l!Ig~n 

l HHPP 가압기 압력 High-High 신호 PT- P ZR.-Ol Q 187 93600 g M장g3)A PSPS on on 。n on 

HPP 가압기 압랙 Hi~ 신호 PT- P ZR.-Ol ( l5Z39l3l3없빼뼈a PSPS on on on 。ff

2 LLPP 가압기 압랙 Low-Low 신호 PT- P ZR.-Ol ( 1103 %5O7 없 M@a A ESFAS on on ESFAS 。ff

3 HHPL 가압기 수위 Hi양l-Hi앙l 신호 LT-P강‘ 01 90% on on on 。ff

4 LLPL 가압기 수위 Low-Low 신호 LT-PZR-Ol 25% on on 。ff 。ff

6 HSGP 증기발생기 고압력 신호 PT- S GSD2.{)1 9-10MP. No Credit on 。n on 。ff

5 LSGP 증기발생기 져압력 신호 PT- S GSD2.{)1 3O 1g73 gM5APg)a ESFA앙{。 on 。n on 。ff

7 HSGL 증기발생기 고수위 신호 
LT-SGSDDCI.Ol 

87% ESFA앙{。 。ff
LT-SGSDDC2-0l 

on 。n on 

8 LSGL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 LT-SGSDDCI-Ol 
5% ESFAS ESFAS 。ff

LT.SGSDDC2-0l on on 

Group-lj 

/ 
TH- CO.IOGllal 
TH- CO-12Gllal t l 

‘/ 
l 

TH- CO-14Gllal 
’ ‘.~ 
、‘

Group-2j 

9 HHHT 노심히터 온도 H놓h 퍼gh 
TH-CO-IOG2Ial 

700 :.ç PSPS TH-CO-12G2Ial on on on on 

TH-CO-14G2Ial 

Group-32j / 
TH-CO-IOG3Ial / 
TH-CO-12G3Ial 

2 

TH-CO-14G3Ial 
10 HHCP Z차 계통 용축기 고압력 PT-CD-OI 9MPa SSPS on 。n on on 

m
@∞
 



g 

g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잉 

앙 

24 

LLCP 

LSCM 

HHCL 
LLCL 

MSIS 

때IS 

AFAC 

RCPT 

HCTP 

CPAS 

EPOC 

sm 

LLRL 

HHCT 

2차 계통 뭉죽71 저압력 

2차 제통 음죽71 
L야뼈빼뼈fMa맹n 

2차 제통 응축71 :il수위 

2차 체통 뭉죽71 쩌수위 

MiIIlS\ei1t\ ls이때on5i멤U 

많職!Isol매11151뼈 

Aw: Feed Actt씨IIonSiglM 

MiIIl CoolMl\Pump Trip SI뼈 

Hi뱅 C IIl\ue씨 Pre뼈e 

ChMgng PumpActua매nSI뼈 

Flec\tic PO\l'er Ü1'er-CUI!en\ T np 

SITT rip SlglM 

Reiclor VesselLo\l'-Low Level 

Hi뱀 Hi뱀C삐삐T때lperlllu!e 

표 4꾀 S)stem Comrol Signal며1 펀 

PT-CD-Ol LI\er on NIA Off 

| 짧(IT-CDC 0D2) Ol) 
D! < 20 :ç. 

5P뻐삐lp) NIA NIA 
i\W없F 

00 on 

LT-CD-Ol r;{% on m on NlA 
LT-CD-Ol 5% on on NIA NIA 
HSGP,LSGP, 
HSGL, LSGL 

byse앤δ~e NIA on by NIA 
때IS ， 5eψenCf 

Byu양r ilefined 
HSGP,LSGP, 
HSGL, LSGL 

byse띠enre NIA by NIA 
때IS ， 

t on 
5e엔 enCf 

Byu양r ilefined 
LSGL 

by 5equenre NIA 
by 

NIA By IIll:r ilefined on 5equenCf 
RCPT 

by LLPP 800leMl by 5equenre NIA on NIA 
Byu양r ilefined 5e맨 enCf 

PT-CD-04 
D.lMPI by 5equenre NIA 

by 
NIA 

PT-C S-1Lí 
on sequence 

LLPL PZR μvel < 
byse띠enre 

by NIA 
Byu양r ilefined 2~% 

00 on 
sequenCf 

Core Hearer-I 
Core Hearer-2 CT>CT메싸 byse띠enre 00 on 00 00 
Core Hearer-3 
LT-SITl -OI 
LT-SITl-OI 

HOI <5% by sequenre NIA NIA NIA 
LT-SIT3-OI 

on 

LT-S때 01 
LT맴V.OI HJII <T때 of 

byse엔enre Off NIA 
LT-RPV.03 Core 

on on 

π-1lP-DI 
D! < 20 :ç. 

P5염， RCP on on Off Off 
i\W없P 



표 4.3-2 SLBFPLOOP의 경 우 주요 Sequence of Events 

Time (sec) Time (sec) Time (sec) 
Event description APR1400 ATLAS-8% ATLAS-8%-new 

MSLB begins 0.002 0.01 5.0 

Reactor trips 0.002 0.01 5.0 

RCP trips 0.002 0.01 5.0 

Aux. feed starts 

(broken loop only) 
0.002 0.01 5.0 

Turbine trips (1.3sec delay) 1.302 0.93 5.9 

MSIS on 13.604 6.86 14.6 

MSIV close (5.0 sec delay) 18.606 10.39 18.1 

MFIV close (lOsec delay) 23.606 13.93 21.7 

HPSlon 、
/ 72.315 115.42 67.2 ~. 

Time (Sec) Power Fraction 
0 、 / 0.08 

103 、 / 0.08 
110 、‘

, 0.0597 
123 0.0496 
133 0.0466 
143 0.0452 
300 0.02978 
500 0.02671 
700 0.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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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Main Feedwater Control for MSLB 

Time (Sec) Main Feedwater. kg/sec 
0 5.1 

20.0 5.1 
2 l.001 0 

700 0 

표 4.3-5 Aux. Feedwater Control for MSLB 

Time (Sec) 
0 

20 
700 

AUX. Feedwater. kg/sec 
0.25 
0.25 
0.25 

표 4.3-6 RCP SDeed Control for MSLB 

Time (Sec) 
0 

1.00428 
5.00428 
6.00035 
7.00258 
8.00035 

9.0045 
10.0005 
20.0011 
30.0039 
40.0033 
50.0025 
60.0032 
200 .002 
6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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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Flow. Kg/sec 
0.08 

22.683 
22.004 
15.631 
1 l.637 
9.3481 
7.8328 
6.7672 
3.6213 
3.1692 
2.9818 

2.807 
2.6721 
2.9252 
3.0202 



제어인자 

Component Major Control Item Bla따‘ 
Core Core Heater Power Trip 

Radial Pe따cmg 
Core Power Compensation by Delayed Trip 
Thot Oriented Core ßT 
Tav잉 Oriented Core ß T 

‘ 
• 1 →、‘

RCP Loop Flowrate 

‘ 、

RCP Trip Time 
l 

l 

RCP Speedup with Coastdown ‘ 
t 

、 ’ / 

Loop Flow Asymmetry Flow ‘"'.,. .• J / 
PZR Primary Set Pressure . / 

PZR Saturated Liquid Distribution / 

SG SG Pressure ./ 
SG Level(Liquid Inventory) ’ 

, 
L、、./ I 

Recirculation ratio 
I 

r .i , r 、i\

Feedwater Feedwater Flow ~ιt l 、‘
Feedwater Temperature 、t‘

Feedwater Isolation Time .1 ν 
Main Steam Steam Pressure l 

r 

Steam Flow / 
ADV Flow 、 / 

Metal Wall Temp RV Wall Temperature / 
RCS Pipe Wall Temperature 2 

, 
PZR Wall Temperature 
SG Wall Temperature 
Break Simulator Wall Temperature 

Tracer Heater Power 

주요 계통별 표 4.3-7 

m
p。



결과 (MARS2.1b) 

Dεsign Paramεtεi APR1400 APR1400 ATLAS ATLAS Ratio 

Casε Dεscription DεSlgn Calcu1atεd 
8% ofSca1εd 
Full Powεr 

Rεactor Vεssε1 

Norma1 Powεr， MWt 3983 3983 1.56 8. 0% of 11203.6 

Pressurizεr P. , MPa 15.5 15.5 15.5 l.00 

Corε In1εt .Tεmp. ， K 564 564 564 l.00 

Corε Out1εt .Tεmp. ， K 597 598 597 l.00 

Corε F1ow, kg/s 20277 20279 8. 2 8. 2% of 11203.6 

Steam Generator 

Numbεr ofSGs 2 2 2 1 

Stεarn/Fεεdwatεr 
1152.4 1152.2 0.444 7.85% of 11203.6 

F10w Ratε/SG (kg/s) 

Rεcircu1ation ratio 3.82 3.82 15.0 

Stεarn Prεssurε(MPa) 6.89 6.90 7.70 

StεarnTεmp.(K) 558 558 565 

Primary piping 

HotLεg F10w (kg/s) 10496 10497 4.1 8. 0% of 11203.6 

HotLεgTεmp.(K) 597 597 597 l.00 

Co1dLεgTεmp.(K) 564 564 564 l.00 

분석 인자의 정상상태 주요 표 4.3-8 

mp
• 



Sequence of Event 

Time (sec), 
Time (sec), 

Event description 
APR1400 

A TLAS (Scaled 
Trip Trip 조건(Delay Time은 

주요현상 
(Reduced Time Number APR기준) 

for ATLAS) 
8% Power) 

l • 1 

DVI Break be행IS 0.0 (0.0) 0.0 401 Blowdown, Dεprεssurization 

Reactor trips 20.9 (1 4.8) 15.5 432 
Ppα < 107.214ε5 Pa + l.l5 Sεc 

Flashing 
Dεlay 

Turbine trip 2 l.l (1 4.9) 15.6 505 
Low PRZ Trip or Low SG Lεvε1 
Trip + 0.14 Sεc. Dεlay 

RCPtrip 2 l.4 (1 5.1) 15.9 598 
Low PRZ Tip or Low SG Level 

Pump Coastdown 
Trip + 0.5sεc. Dεlay 

MFIS signal 3 l.4 (22.2) 23.0 503 Rx Trip + 10.0 sεcDεlay 

Low PRZ PrεSSUIε Trip+40 sεc 

SIP-3 begins 59.8 (42.0) 43.0 578 
Dεlay 

‘ SIP-l DVI-l Nozzle Failurε 

with Singlε Failurε Assumption 
793, 795, SIT Prεssurε <40ε5 Downcomεr!Corε WatεrLεvε1 

SIT -2,3,4 be행IS 239.2 (1 69.1) 174.9 
797 SIT-l : DVI-l Nozzle Failure Rεcorvεrv 

모의의 DVI 배관 파단사고 표 4.3-9 

mpN 



표 4.3-10 Power Curve 

Timε (ATLAS 기 준) Normalizεd Powεr Curvε 

Sεc 

0 0.08 
283 0.08 
354 0.03 
424 0.029 
495 0.028 
566 0.028 
636 ~ \ 0.027 
707 H 、 0.027 

표 4.3-11 SIP 유량 0-562) 

Timε (ATLAS 기 준) T 。r 그'ð' 
, 

sεc kg!s 
/ 0 、 / 0 

F ‘ 
/ 42.0 1‘~ -- 0 、낭\ ‘• 

/ 43.0 、、‘ / 0.17241 、\

I 75.0 '< 0.17343 

、‘ 190.0 ‘ 0.27781 
4 •‘ 

、‘.:.:::.::: 195.0 0.28021 / 
," 

380.0 、 0.29691 
390.0 、 / 0.2933 
500.0 、 / 0.30644 
600.0 ‘‘ ’ t 0.30889 
707.0 0.3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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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In itiated 

8reak Open 

LLPL,LLCP,LLCM , LLRL : "Off" 
by S-S "on" Signal -LLPL ,LLCP,LLCM , LLRL : "On" 

를 

End 01 Test 

Test Phase 10 sec Heatup • 
Delay Time 

HPSI 
Activation 

ESFAS 

a
=
」
α
I
-
Q」
그
」
 

a
-」
」
α
0
￠
 

a
-」
」」
α
g
m
α工
α
」
。
。

Q
α
m
。
。
「
”

α
E
-
」

。
I
-〉
m
m
m
g
m。

mPA 

s-s "on" 

MSIV Time=O.Osec 

개요 

MFIV 

전개 4.3-1 사건사고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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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냄
 
얘
 



SIT 573 572 SIT 

563 
SIP 

562 
SIP 

B 

·A 

M 
•…• 

M 8reak 

140 

m
p∞
 

SIP 

560 
130 SIP 

561 

SIT 571 SIT 
570 

그림 4.3-3 안전주입계통 연결의 평면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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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4 절 주증기관 파단 사고 PIRT 개발 

1. 연구 배경 및 국내외 환경변화 

우리나라는 개량형 가압경수로인 APR-1400을 2011년까지 가동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이 원자로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상 노심 냉각 계 

통수의 원자로 용기 직접 주입 (Direct V es sel Inj ection) , 안전 주입 탱크 내 

유량 조절 기기 (Fluidic Device) , 격납 용기 내 재장전 수조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설치 등의 새 로운 안전 계 

통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APR-1400 원자로는 설계 기준 사고 (Design 

Basis Accident)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전의 원자로 계통에서 경험하지 못했 

던 새로운 열수력 현상들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 중 일부는 

기존의 실험 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주 새로운 현상이면서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APR-1400의 안전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어 

떤 새로운 현상이 예상되고 그 현상에 대해 현재까지 정보가 어느 정도 누 

적되어 있고，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 러 한 쟁 점 에 대 해 Wilson(1998)등은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새로운 원자로에 도입된 안전 

계통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 기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원자로의 거동을 계통， 구성 기기， 공정， 그리고 개별 현상으로 구별하여 상 

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 PIRT는 개별 실험 

(Separate Effect Test) 혹은 통합 시험 (Integral Effect Test)에 대한 실험 

요건 개발， 새로운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전산 코드를 개선하고자 할 때 활 

용되 기 도 하였 다 (Wilson 1997, Reyes 1998).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가압 경수로와 아주 상이한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에 대 해 PIRT 

개발이 처음 시도 되었다 (Chung 1997). 그 이후로 APR-1400의 대형 냉각 

재 상실 사고 (Wilson 2001) , 소형 냉 각재 상실사고 (Chung 2003)에 대 한 

PIRT 개발이 시도 되었다. 본 절에서는 위 연구의 연장으로 APR-1400의 주 

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PIRT 개발을 다루고자 한다 

PIRT 개발을 위해 연구 기관， 산엽체， 규제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 

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여 전문가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안전해석 

분야 엽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염선되었다. 또한 APR-1400에 대한 설계 자 

료，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수록된 보수적인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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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ARS 전산 코드 (Lee 2002)를 이용한 최적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PIRT 개발을 수행하였다. 

2. APRl400의 주증기 관 파단사고 경 위 

가. 대표적인 사고 경위 

APR-1400의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보고된 주증기관 파단사고 해석 결 

과(KEPCO， 2001)는 CESEC 전산 코드 (ABB-CE, 1987)를 이용한 해석 결 

과인데， CESEC 전산코드가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해 원자로 정지 전의 핵 

연료 손상 및 원자로 정지 후 핵연료 손상을 크게 하는 보수적인 모델을 가 

지고 있다. 사고 경위 전형적인 사고 경위로부터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전 

형적인 주증기관 파단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주증 

기관 파단사고의 주요 현상 및 원자로 계통의 거동에 대해 균형 있는 평가 

를 하기위해 MARS 전산 코드를 이용한 최적 해석을 수행하여 대표적인 사 

고 경위를 구성했다 

사고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는 APR-1400 원자로의 척도해석 (Song, 

2000)에 사용된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입력 자료를 주증기관 파단사고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주요 수정 사항은 노심과 강수부를 분할하여 계통의 비 

대칭 거동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좌우 계통간의 혼합 현상에 대해 

서는 CESEC 전산 코드와 공정한 비교를 위해， 교차 유로의 유로 저항을 조 

절하여 CESEC 전산 코드에서 사용된 혼합 계수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하였다. 또 주증기관 파단 사고 모의를 위해 주증기관을 여러 노드로 

나누고 주증기관 파단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 

한 MARS의 입 력 모델은 그림 4.4-1과 같다. 

사고 경위는 주 증기관이 완전 파단 된 주증기관 파단 사고로서 초기 

조건으로 전 출력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작동되는 경우인 SLBFP와 전 

출력에서 소외 전원인 상실된 경우인 SLBFPLOP를 채택하였다. 안전성 분 

석 보고서에 보고된 사고 경위와 비교하기 위해 안전 계통의 용량 및 설정 

치， 원자로 보호 계통의 설정치 들을 보수적인 값으로 택하였다. CESEC 해 

석된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사용된 초기 및 경계조건과 MARS 해석에서 

사용된 초기 및 경계 조건들이 표 4.4-1에 기술되어 있다. 표에서 불 수 있 

는 것처럼 두 해석에서 사용된 주요한 초기 및 경계 조건이 증기 발생기의 

수위， 주 냉각재 펌프 유량이 미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함 

을 알 수 있어서， 두 해석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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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출력에서의 주증기관 파단사고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보고된 찬 출력에서의 주증기관 파단사고 경위 

에 대해 MARS 해석을 수행하고 안전성 분석 보고서 결과와 비교하였다. 

MARS 해석에 의한 가압기 압력 거동은 CESEC에 의한 것과 아주 상 

이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압기가 비고 나면 CESEC 해석 결과에서는 가압기 

압력의 감압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MARS 해석에서는 완만하게 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CESEC 해서에서는 400초 후에 압력이 급 

격히 줄어드는 반면， MARS 해석에서는 증기 발생기가 고갈 되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CESEC에 고유한 상부 헤드 모텔에 기인한 것이다. CESEC은 

상부 헤드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응축되는 것을 따로 모델링한다 이때 일차 

계통이 감압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Flashing 현상을 모의할 뿐 아니라， 상 

부헤드 금속 구조물로부터의 열전달도 구체적으로 모델링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가압기가 비면 가압기의 체적을 상부 헤드로 옮겨서 일차계통의 감 

압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물리적인 배경이 없는 보수적인 모델로 인해서 가 

압기 압력 거동이 두 해석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림 4.4-3은 CESEC과 MARS 해석에서의 상부 헤드 기포율 기동이 

다. MARS 해석에서는 사우 헤드에 생겼던 증기 기포가 300 - 400 초가 되 

면 응축되는 반면， CESEC 해석에서는 증기 기포가 잘 응축되지 않을 뿐 아 

니라， 기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압기의 압력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부 헤드의 증기 기포가 가압기 압력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정되므로 확인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부 헤드와 노심， 

강수 부 사이의 압력 계수를 크게 증가 시켜서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림 

4.4-2와 4.4-3에 MARS-UH라고 표시된 경우가 압력 계수를 크게 증가시킨 

경우이다. 예측대로 상부 헤드가 일차계통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되는 효과가 

증가해서 상부 헤드의 증기 기포가 더 크게 오래 유지되고 따라서 압력도 

서서히 감소하였다. 

한편 이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 후， 지속적인 냉각효과에 의한 반응도 

증가로 인해 출력이 회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안전 조건인데， 

CESEC 해석에서는 여유도가 거의 없었던 반면， 최적 해석인 MARS 해석 

결과에서는 안전 여유도가 충분하였는데， 두 해석 결과의 차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상부 헤드 거동 모델링 차이에 의한 가압기 압력 거동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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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출력에서의 소외 전원이 상실된 경우 주증기관 파단사고 

전 출력 조건에서 소외전원이 상실된 경우 (SLBFPLOP)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에는 소외 전원 상실과 주증기관 파단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일차 계통의 강제 순환이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노심의 평균 온도가 

SLBFP의 경우 보다 높고 따라서 상부 헤드의 기포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 

우이다 

그림 4.4-4에 CESEC 및 MARS로 해석한 가압기 압력 거동， 그림 

4.4-5에 상부헤드의 기포율 거동이 표시되어 있다. CESEC의 경우는 상부헤 

드가 하나의 체적으로 모사되지만， MARS에서는 여러 개의 체적들로 모사되 

므로 가장 위에 있는 계산 체적 290의 기포 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비교는 

다소 정성적이다. 어는 경우에나 원자로 일차 계통이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의해 냉각되는 동안 상부 헤드의 기포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 

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SLBFP 경우와 달리 두 해석 사이에 가압기 압력 거 

동 및 가압기 기포 율 거동이 큰 차이가 없다. 

이 경우는 SLBFP 경우와 달리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따라서 일차 계통 내의 강제 순환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윈자로 용기 상 

부 헤드는 사고 초기부터 증기 기포로 차고 또 일차 계통의 나머지 부분과 

고립된 채 기포가 증가하게 된다. 가압기의 체적에 비해 상부 헤드의 체적이 

커서， 기포 율이 증가되는 기간 중 두 해석 사이에 가압기 압력 거동이 크 

게 차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림 4.4-6에 도시된 증기 발생기 압력 거동도 두 경우 유사한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4.4-7에 반응도로 표시된 출력 회복까지의 안전 여유 도 

는 CESEC 해석에서와 달리 SLBFPLOP가 SLBFP 경우보다 더 작다 그 이 

유는 SLBFP 경우에 MARS 해석에서 가압기 압력 거동이 CESEC 해석과 

현저하게 다름으로 인해 안전 여유도가 크게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지지 

만， PIRT 과정을 통해 면밀히 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PR-1400 원자로에서는 종전과 달리 비상 노심 냉각수가 저온 관으로 

주입 (Cold Leg Injection)되지 않고 원자로 용기로 직접 주입 (Direct V es sel 

Injection) 된다 종전의 경우에 비해 가장 큰 설계 변경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영향에 대해 MARS 전산 코드를 이용한 추가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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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에 그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실선이 원자로 직접 주입 경우 

이고， 접선이 저온 관 주입 경우 이다 원자로 직접 주입의 경우가 원자로 

정지 후 출력 회복 측면에서 불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로 직접 주입의 경우에는 비상 노십 냉각수의 일부가 강수 부 상 

단에 정체 되어 있는 불과 혼합되어 보론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저온 관 

주입의 경우에는 저온 관으로 주입된 비상 노심 냉각수가 강수 부 하단을 

주입되어 노심으로 직접 주입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림 4.4-7 에 

서 보듯이 원자로 직접 주입의 경우가 저온 관 주입 경우 보다 노심으로 보 

론이 늦게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 순환의 경우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 

에서 논의되었다 원자로 직접 주입의 경우 보론 농도가 높은 비상 노심 냉 

각수가 주입되면 저온 관에서의 강제 순환 유량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잘 섞이지 않고， 또 노심까지 밀어내는 힘이 작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 

문이다 한편 저온 관 주입의 경우 저온 관에서 유지되는 강제 순환에 의해 

노심으로 비상 노심 냉각수가 잘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SLBFP의 

겨우 원자로 정지 후 출력 회복까지 안전 여유도가 많아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 PIRT 절차 

PIRT 절차는 모두 157H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 과정에서 PIRT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서 

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의사 결정 방법론은 종전의 방법과 다른 

장점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는 소수이 

긴 하지만 옳은 판단이 무시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전문가의 숫자를 소 

수로 제한할 경우에는 의사 결정이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특정한 전문가 집 

단의 왜곡된 의견에 지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 패널의 수는 10명 이상， 

산엽처1， 규제 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출신으로 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 

록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아래 157H 의 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 

다. 

절차 1 ’ 대상 사고 경위 선정. APR-1400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안전 

성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보고된， 전 출력 조건에서의 주 증기관 양 

단 파단 (Guillotine Break) 사고를 대상 사고 경위로 선정하였다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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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프 평가 해석 최적 해석된 내용， MARS로 보고서 분석 에 대해서는 안전성 

과 등을 참고하였다 

목적을 통합 실험 장치 

및 실험 프로그램 개발을 

현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 2’ PIRT 개발의 목적 선정 PIRT 개발의 

설계에 활용에 두기보다， 일반적인 전산 코드 개선 

엄두에 두고 APR-1400 주증기관 파단사고의 주요 

하였다 

원자로 계통 특성 파악.PIRT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당시 

안전해석 코드 개발， 실험， 규제 엽무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 

원자로의 계통에 대해 익숙하여 원자로 계통 특성 파악은 

없었다. 펼요할 경우 상세한 설계 자료를 구하여 추가 정보를 얻었 

절차 3 ’ 

「나 p 
B • r , 

APR-1400 

설계 

어서 

어려움이 

다. 

파 

납1 
p 

퍼 
p 

사고 경위 평가. APR-1400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안전성 

심각한 사고로 보고된， 전 출력 조건에서의 주 증기관 양단 

Break) 사고를 대상 사고 경위로 선정하였지만， 보다 넓은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자로 냉각재 

여부， 파단부의 크기， 원자로 출력 등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절차 4’ 

면에서 가장 

단 ( Guillotine 

위의 

표의 

사고 

작동 

절차 5 ’ 주요 안전 변수 선정 1 OCFRl 00 등 원자력법에서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발생에 의한 소외 피폭 선량이 일정한 기준치 이하가 되길 규정하 

고 있다. 하위 규정인 표준 검토 절차서 (Standard Review Plan) 및 일반 설 

요건 (General Design Criteria) 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전 요건을 규정하 

있다. 첫 번째는 격납 건물의 온도 및 압력에 대한 설계 제한치 이다. 두 

번째 요건은 원자로 정지 전 혹은 원자로 정지 후 발생하는 핵연료 손상 량 

에 대한 제한치 이다. 패널은 주요 안전 변수로 핵연료 손상 량을 선정하였 

는데， 이 양이 외부 피폭 선량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격납 건 

물 설계 온도 및 압력에 대해서는 격납 건물 설계자가 충분한 안전 여유도 

를 가지고 APR-1400을 설계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순수한 열 수력 

현상 뿐 아니라 반응도 궤환 현상도 검토에 포함시켰다. 

겨1 

고 

검토. 

π
 

m m 
M 

미
 켜
 ’ 서

 고 
보
 

확보 해석 자료의 

안전성 분석 

실험， 

3,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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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고 

APR-1400 안전성 

절차 



전산 코드에 의한 최적 해석 결과， 발전소 설계 자료 및 도면 등 사고 경위 

평가에 펼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검토하였다. 

절차 7-8’ 주요 현상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주요 사건 구분 주증기관 

파단 사고 경위를 시간에 따라 주요 사건으로 구분하였다. 복잡한 해석을 피 

하기 위해 단순하게 3가지 주요 사건으로 구분하였다. 원자로 정지 전 기간， 

급속 냉각 기간， 안전 주입 기간 등 3 구간으로 사고 경위를 시간 별로 구분 

하였다 

주증기 관 파단사고가 발생하면 증기 발생기로부터 증기 가 급격 히 누출 

되고 따라서 일차 계통이 급격히 냉각되게 된다. 가압기 저 압력， 주증기관 

저 수위， 주증기관 저 압력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 되는 

데， 원자로 정지 전까지의 사고 경위를 구별 짓는 시기를 원자로 정지 전 기 

간으로 구별하였다 이 시기에 원자로 계통의 주요 거동이 그림 4.4-8에 도 

시되어 있다. 

급속 냉각기간은 원자로 정지 후 안전 주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기 

간 이다. 이 시기에 급속 냉각으로 인해 일차 계통 내 냉각수의 체적이 줄어 

들어서 가압기가 비게 되고， 상부 헤드의 증기 기포가 증가하게 되고， 증기 

발생기 수위는 감소하게 되는데， 아직 가압기의 압력은 비상 노심 냉각수 주 

입 설정치 보다는 높은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일차 계통이 냉각되므로 반 

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 반응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림 4.4-9에 초기 급속 

냉각기간 동안의 계통 거동이， 그림 4.4-10에는 후기 급속 냉각기간 동안의 

계통 거동이 도시되어 있다. 

안전 주입 기간은 가압기 압력이 안전 주입 계통 설정치 이하로 낮아 

져서， 보론 농도가 높은 비상 노심 냉각수가 주입되어 반응도 궤환에 의한 

출력 회복을 막아 사고를 완화하게 되는 구간이다. 사고 후기에 증기 발생기 

가 고갈이 되므로 증기 발생기 고갈 기간이라고 구별할 수도 있지만， 주요 

안전 변수가 원자로 정지 후 출력 회복이므로 안전 주입 기간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계통의 설정치 및 단일 고장의 선정에 따라 파단 측 

증기 발생기로 보조급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도어 증기 발생기 고갈이 발생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4.4-11에 안전 주입 기간 동안 원자 

로 계통의 대표적인 거동이 도시되어 있다. 

절차 9’ 원자로 계통을 주요 요소로 구분 원자로 계통은 아주 복합적 

이므로 기능 및 구성 요소에 따라 일차 배관，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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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기간 중 각 요 

소에서 발생하는 거동을 고려하여 계통을 주요 요소로 구분하였다 

절차 10’ 기간과 주요 요소에 대해서 주요 물리 현상을 파악 주증기관 

파단 사고 기간 동안 각 주요 요소에서 일어나는 열수력 현상에 대해 기간 

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였다. 가상의 사고 현상이기 때문에 패널에 참여한 전 

문가들의 경험， APR-1400 안전성 분석 보고서， MARS 해석 결과 등이 종합 

되어 주요 현상이 결정되었다"전문가 집단들이 현재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 

잘 알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11라는 질문을 두고 패널들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절차 11 ’ 상위 계통에 대한 기간 별로 순위 결정. 상위 계통에 대해서 

3개의기간 별로 주요 안전 변수， 즉 핵연료 파손 양， 측면에서 중요도 순위 

를 결정하였다. 중요도는 1 - 5 까지 구별되었는데， 표 4.4-2에 중요도에 대 

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절차 12’ 요소에 대한 기간 별 순위 결정 상위 계통에 대한 순위 결정 

이후， 각 상위 계통에 속한 주요 요소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그 때 사 

용된 순위 지수는 표 4.4-2와 동일하다. 각 요소의 순위는 상위 계통의 순위 

보다 높을 수 없다. 

절차 13 ’ 주요 현상에 대한 기간 별 순위 결정. 각 요소에 대한 순위가 

결정되면， 각 요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 및 반응도 궤환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순위 지수는 표 4.4-2의 지수를 사용하 

게 된다. 

절차 14’ PIRT 결과 검토를 위한 민감도 분석’ 초기의 순위 결정에서 

참여 전문가들은 경험적인 지식들을 활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순위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펼요하다면 전산 코드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펼요가 

있다.PIRT 개발 회의에서는 직접 주입 방식과 저온관 주입 방식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 출력 조건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작동할 경우 주증기 

관 파단사고 해석을 수행하고， 또 상부 헤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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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5 ’ 각 순위에 대한 지식 r수 결정 순위가 높게 선정된 주요 현 

상들에 대하 전문가 패널은 지식 지수를 선정하였다 지식 지수란 표 4.4-3 

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특정 현상에 대해 현재 얼마나 알고 있고 관련된 

실험 자료， 이론적인 모델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초기에 참여 전문가들은 

지식 지수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다. 모두에서 설명된 것처럼， 

참여 전문가들은 동일한 결론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다. 

4. APR-1400 주증기 관 파단사고 PIRT 결과 

위 절차를 따라 APR-1400의 주증기관 파단사고에 대한 PIRT를 개발 

하였다 그 결과가 표 4.4-4에 기술되어 있다. 표에는 상위 계통， 상위 계통 

의 시간에 따른 순위， 주요 요소， 주요 요소의 시간에 따른 순위， 각 요소에 

서의주요 현상， 각 주요 현상에 대한 순위 및 지식 지수 등이 표시되어 있 

다. 

순위 지수가 높고， 지식 지수가 낮은 현상에 대해 실험적으로 혹은 해 

석적으로 모델이 개발될 펼요가 있는 것이다. 각 쟁점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아래 현상들은 원자로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중 

요하지만， 현재의 지식 수준이 아주 u1 미하다. 따라서 아래 쟁점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패널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TLAS (Baelι 2003) 종합 실험 
장치에 실제 크기의 습분 분리기 (Separater) 를 설치하여 실힘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습분 분리기에서의 액적 포획 현상 (지식 지수 2, 중요도 지수 5) 

습분 분리기에서의 수위 (지식 지수 2, 중요도 지수 5) 

두 번째 그룹의 현상들은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그간의 연구 

노력에 의해 제번 알려진 현상들 이어서 추가의 실힘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들이다. 

상부 헤드 구조물에 저장되는 열에너지 (지식 지수 4, 중요도 지수 5) 

상부 헤드로의 유동 ( 지식 지수 4, 중요도 지수 5) 

세 번째 그룹의 현상들은 지식 지수가 다소 낮아서 추가의 실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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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해석적인 연구를 통해 현상을 좀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현상들이다. 

증기 발생기 웰에서의 열전달 (지식 지수 3, 중요도 지수 5) 

증기 발생기 젤에서의 기포 율 (지식 지수 3, 중요도 지수 5) 

상부 강수부에서 보론 혼합 현상 (지식 지수 3, 중요도 지수 4) 

노십 입구에서의 열적 혼합 현상 (지식 지수 3, 중요도 지수 4) 

PIRT 개발을 통해서 APR-1400의 주증기관 파단사고의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해석적인 연구 및 실험적인 연구 대상이 처1 계적으 

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ATLAS 종합 실험 장치에서 위의 현상들이 효과적으 

로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 607 -



표 4 .4-1 CESEC 해석 및 MARS 해석에 사용된 초기 및 경계 조건 

Parameter Values used in Values used in 
MARS Analysis CESEC Analysis 

Core Power Level, MWt 3914 4062.66 

Core Inlet Coolant Temperature, 'c 295 295 

Core Mass Flow Rate, 106 kg/ hr 77.10 69.64 

Pressurizer Pressure, kg!cm2 155.17 163.46 

PressurÎzer Water Volume, m3 29.89 39.63 

ASI , 39.63 0.3 

CEA WOlth for Trip, % /•/ 9.03 9.03 

Doppler Coefficient 
“ 

Most Negative Most Negative 

Moderator Coefficient Most Negative Most Negative 

Steam Generator Liquid Inventory 
109,387 117,041 per SG, kg 

One SI Pump ‘ /’ i Fail to start Fail to start 

Blowdown Area for Each Steam Line, m2 0.119 0.119 

Loss of offsite Power Not Assumed Not Assumed 

、Tariable Overpower trip set point, % 103.5 103.5 

Main Steam Isolation set point, kg!cm2 52.73 52.73 

Safety Injection Actuation set point, kg!cm2 109.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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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PIRT 순위 지수의 정의 

Ra며{ General DesC1iptors 

a Highest of the high 
니〔 b Experimental simulations and analytical modeling, 

with high degree of accuracy, is clitical 
a High influence on FOM 

4 
b Needs to be experimentally present and/ or analytically 

modeled with high degree of accuracy 
C Approximately one - half the imp01tance of rank 5 
a Moderate influence on FOM 

3 b Needs to be experimentally present and/ or analytically 
modeled with moderate degree of accuracy 

C Approximately one - half the imp01tance of rank 4 
a Low influence on (or imp01tance to) FOM 

2 
b Needs to be experimental present and/ or analytically modeled, 

but high unceltainty or inaccuracy is acceptable 
C Approximately one - half the imp01tance of rank 3 
a Lowest of the low in imp01tance f 

1 b Very low influence on (or imp01tance to) FOM 
C Approximately one-half the imp01tance of rank 2 

1S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phenomena may be acti ve; 
however, its influence on the FOM is insignificant and may be ignored 

NA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phenomena is not active or present 

표 4.4-3 PIRT 지식 지수의 정의 

Ra며{ Meaning 

니〔 Fully Known. Small unceltainty 

4 Known. Moderate unceltainty 

3 Pa1tially Known. Large unceltainty 

2 Velγ Limited Knowledge. Unceltainty cannot be cha1"acterized 

1 Totally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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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APR-1400 주증기 관 파단사고 PIRT 

-'’‘= 
Rank by time 

Rank by time Rank by time Knowledge phase 
System Component 

phase 
Process!Phenomena 

phase Level 

t l I 

l l l 
2 3 2 3 l 2 3 1 2 3 

HPSI NA NA 4 / 
Flow path Deliverγ f(p) / NA NA 4 NA NA 5 

SIS NA NA 4 SI Piping ” 
Fluid volume 、 NA NA 4 

Time delay d나e to unborated NA NA 4 NA NA 5 volu111e 

Pressurizer/ surge • line 3 4 3 
Structure (wall, heater) Heat loss, heating l 2 2 

Fluid volume Depressurization (flashing) 3 4 3 5 
Flow path Pressure drop 2 4 3 4 

Steam gen. (Pri. Side) 3 3 3 
Structure Stored energy release <3 <3 <3 

RCS 3 4 3 Primary-secondmy heat 
transfer <3 <3 <3 

Fluid volume 
Secondmγ pnmmy heat 
transfer <3 <3 <3 

Flow paths Pressure drop <3 <3 <3 
RCP (Reactor coolant pump) 2 2 2 

Fluid volume Dissipation power <2 <2 <2 
Flow paths Homologous curve <2 <2 <2 

∞
→
(
〕



Cold legs l l l 
Stl1lcture Stored energy release <1 < 1 <1 
Fluid volume Flashing <1 < 1 <1 
Flow paths Delta• p <1 < 1 <1 

Hot legs 2 2 2 

Stl1lcture Stored energy release <2 < 2 <2 
Fluid volume Flashing <2 < 2 <2 
Flow paths Delta• P (l• phase, 2• phase) <2 < 2 <2 

Main feed water line 2 2 NA 

Flow paths Flow rate <2 < 2 <2 
Fluid volume V olume before MFIV / <2 < 2 <2 

Flashing <2 < 2 <2 
Main steam line l 1 l 

Flow paths ‘‘ ” Flow path to break <1 < 1 <1 
Pressure drop <1 < 1 <1 

Fluid volume Total volume <1 < 1 <1 
Break (flow restrictor) 5 5 4 

Steam 
Flow paths Two-phase critical flow 5 5 4 4 4 5 

generatOl 
Main steam isolation valve NA 2 NA Time to close NA 2 NA 

5 5 4 Feed line isolation valves NA 2 NA Time to close NA 2 NA (secSoldned)alγ 
SG shell side volume 5 5 4 

Tube wall heat transfer 5 5 4 4 3 3 
Fluid volume Flashing 5 4 3 5 5 5 

Mixture LeveVV oid distribution 5 5 3 3 3 3 
SG seDarator /drγer 5 5 3 

Fluid volume 
Mixture level 5 4 3 3 3 5 
Liquid entrainment 5 5 3 2 3 5 

Steam generator Economizer l l 2 
Fluid volume Water hmnmer!FIV <1 < 1 <2 
Heat stl1lcture Stored energy release <1 < 1 <2 

∞
→
 
• 



Steam generator Down-come1 2 2 2 
Fluid volume Water hamme1!FIV <2 < 2 <2 
Heat stl1lct 디re Stored energy release <2 < 2 <2 

AFWS NA 3 4 

Flow paths Flow rate 3 4 5 

Upper head 2 5 3 
Stl1lctures Stored energy release 2 5 3 4 

Fluid volume 
Flasmng 2 5 3 5 
Condensation NA NA 3 
Upper head to upper plenum 2 5 3 4 
Upper down • comer to upε"'1 2 5 3 5 Flow paths head 
Core to upper head 2 5 3 4 
Multi-dimensional flow pattem l l l 

Upper down• comer (DVI) l l 4 
Fluid volume Boron mixing <1 < 1 4 3 

Reacto1 
Upper plenum l 3 3 

Vessel 5 5 5 
Stl1lctures Stored energy release <1 <3 <3 
Fluid volume Flasmng <1 <3 <3 

Flow paths 
Core to upper plenum flow <1 <3 <3 
Upper plenum to upper head <1 <3 <3 

Core region 5 5 5 
Fuel rods Rod heat transfe1 5 5 5 4 5 4 ~→ 

Scram reactivity NA 
5 5 NA 5 5 

Asymmetric 3D poweI 
5 5 5 4 4 4 distribution 

Fluid mixing in the 3D core 2 2 2 4 4 4 
Moderator feed back 5 5 5 5 5 5 
Doppler feedback 4 4 4 5 5 5 
Boron transpOlt NA NA 5 NA NA 4 

∞
一N



Decay pOWel NA 3 4 NA 5 
BalTeVBaffle region l l l 

Stmctures core balTel/baffle Stored energy release <1 f:1 <1 
Fluid volume Flashing <1 <1 <1 

Flow path 
LP - balTel baffle region flow <1 <1 <1 
BalTel baffle - UP flow 

Lower plenurn 3 4 4 

Fluid volume 
Boron transpOlt NA NA 4 3 
Asymmetric rnixing 、 3 4 4 3 3 

Down • comeI 3 4 4 l 
Boron transpOlt 

t 

NA NA 4 4 , 
Fluid volume 

Asymmetric Mixing 3 4 4 4 4 

∞
一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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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MARS 주증기 관 파단 사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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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기포율 헤드의 4.4-3 SLBFP에 대 한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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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그림 



8 

「
/

(b 

R
]

A’ 

q
υ
 

。
ι

(
m
α
E
)
 

φ
」
그
”
”
φ
」
α
 」
。
i
m」
φ
C
φ
OEmgm 

600 500 400 300 
Time (sec) 

200 100 
o 
o 

거동 발생기 압력 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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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4.4-7 SLBFPLOP에 대 한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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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원자로 정지 전 기간 

그림 4.4-9 초기 냉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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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0 후기 냉각 기 간 

그림 4.4- 11 안전 주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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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5 절 ATLAS 설계 세부 독립검토 

1. 실험 매트릭스 도출에 대한 검토 

2002년 5월 1400 MWe급 APRl400에 대한 “표준 설계인가”가 발급된 

바 있다. 하지만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LBLOCA)의 원자로 용기 직접주입방 

식(DVI)의 안전주입계통 설계와 관련하여 대형냉각재상실사고(LBLOCA) 후 

강수부에서 나타나는 안전주입수 우회， 비등현상 등이 노심냉각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완 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후속 조치가 부과되었다. 이는 강 

수부/노심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해석 방법의 보완 또는 최적전산코드를 

이용한 실제적 발전소 거동 및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다. 따라서 LBLOCA 시의 DVI 거동을 주요 사고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은 매 

우 타당하고 필요한 결정이었으며 실험 장치 준공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 

어질 시나리오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자로 용기 강수관의 실제적인 모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일처1 형 환형 강수부를 가능하게 하는 축소높이 시험장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될 실험 항목에 대한 

검토 및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 참조 노형인 APR1400에 대한 

주요 사고 PIRT를 기반으로 몇 가지 유형의 실험에 대한 PIRT가 구성되었 

다. 이 과정에서는 원자력연구소 연구팀의 내부 검토와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MARS) 개발팀의 자문 및 기타 전문가 자문 회의 및 기술 문서 검토를 

통한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 왔다. 특히 LBLOCA에 대한 

PIRT는 KINS에서 INEEL에 위탁하여 구한 것을 사용하여 실험의 우선순위 

를 결정하려고 하였으며， DVI Line Break와 Steam Line Break 사고에 대한 

PIRT는 연구팀에 의해 자처1 개발된 것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다. 

현재 결과적인 PIRT와 실험 계획은 표4.5-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고에서 각 현상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PIRT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점이며， 실제 실혐의 수행 시 장치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없는지 혹 

은 예산 책정의 문제 등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실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실험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된다. 

ATLAS를 통해 수행될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외국의 다른 대형설비 

들에서도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시나리오를 재현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 

- 620 -



며， 국내 원전(APRl400，KSNP)의 고유한 설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 

국제적으로도 실험데이터의 고유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자 

로 용기 직접주입 (DVI) 방식과 저온관 주입 (CU) 방식간의 열수력 거동 차 

이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효과실험장치의 고유한 시나리오로서， 또는 외국의 주요 종합 

효과실험 시설과의 거동 비교 시험 (Counterpart Test) 등을 위해 펼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고 시나리오들에 대한 실험 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 종합 열수력 실험 장치가 준공된 이 

후 장기적으로 실험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관리계획의 개발 및 보완에도 활 

용해온 이력들을 제고해 볼 때， 장기적인 실험 장치 운영 계획을 위한 연구 

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ATLAS 설계에 대한 타당성 독립 검토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열수력 종합 실험장치들의 척도해석 방법론 및 

설계 특성 등을 파악하여 국내 열수력 종합실험 장치인 A TLAS (Advanced 

Thennal 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의 척 도 해 석 방법 론 

의 타당성 및 계획 중인 실험에 적합하게 실험 장치가 설계되었는지를 독립 

적으로 검토하였다. 

가 원자로심 및 원자로용기 

일반적으로 원자로 내의 가열봉의 직경， 피치 및 배치 형태는 일반적인 

척도법에 따라 참조원전과 동일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ATLAS의 경우 기 

준원전의 핵연료봉과 동일한 외경， 가열 길이， 피치 및 배치를 갖도록 설계 

할 경우， 면적비 1/144에 따라 약 395개의 가열봉이 필요하지만 가열봉 구입 

에 따른 비용 증가의 문제가 고려되어 노심을 반경방향으로 두 영역으로 나 

누고 중앙부분에는 원형과 동일한 가열봉 형상 및 배치를 갖도록 하고， 외곽 

부분은 원형보다 직경이 2배가 되는 가열봉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노심내의 여러 가지 지지격자와 지지판들도 기준원전과 동일한 위치에 

열수력 현상을 보존할 수 있는 척도를 통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노심내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ATLAS의 저온관 노즐， 하부 플레넘， 노심 가열봉하부， 노심가열봉상부， 고 

온관 노즐， 강수관， 노십 상부 플레넘， 노심 상부 헤드 등의 주요 기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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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압력강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지지격자의 적절한 설치를 통해 해 

결될 수 있다 

축방향 출력분포는 일반적으로 근사적인 코사인 분포를 이루고 대부분 

의 실험장치의 경우 길이 축소비가 1 ’ l 인 경우가 많아서 (L!D)가 원형에 비 

해 매우 작기 때문에 반경방향으로의 출력분포는 대부분 의미를 갖지 못하 

게 된다. ATALS의 경우 반경 방향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노심을 구성하고 

출력 제어를 각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어 계통을 구성한다면 제한적 

으로 반경방향으로의 비대칭 조건을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길 

이비에 비해 면적비가 상대적으로 72배 가량 축소되었기 때문에 반경방향 

비대칭 열수력 현상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ATLAS의 하부플레넘은 노심 하부의 비가열 영역을 포함하고 노심 하 

부에 위치한 하부 플레넘의 냉각수 체적은 체적비에 따른 이상적인 값의 약 

79%로 설계되었다 강수관의 체적이 크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체 원자로 

용기내의 총체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부 플레넘의 냉각수 체적을 이상적인 

값보다 감소시켰다. 

강수관의 상부에는 강수관 상부헤드 사이의 노십 우회유로가 구성된다 

강수관 상부헤드 사이의 노심 우회 유로는 유동면적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 

는데 이경우， 형상손실계수가 매우 커지게 되어 우회유량이 척도비에 의한 

값보다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사고모의 조건에 따라 강수관과 

상부헤드 사이의 노심 우회유로를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원자로 용 

기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준원전에는 각종 노심 우회 유로가 존재하는데 ATLAS에서는 이러 

한 우회유로를 통한 질량 유량 및 형상손실계수가 척도비에 따라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중요한 것은 기준원전과 비교해서 원자로 용기 내부의 

주요 유로 사이의 압력 강하의 상사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원자로 용기 조 

립 이전에 충분한 예비해석을 통한 정확한 압력 구배가 예측되어야 하고 원 

자로 용기 내의 각종 유동판 및 지지격자들의 압력 손실계수를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는 제작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실험장치의 크기가 작을 경우， 척도법에 따른다면 원자로 

용기의 강수관은 매우 작은 간극을 갖는 환상관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이 

와 같이 작이 작은 간극을 갖는 환상관은 구조물과의 열전달， 노심 노출시 

노심과 강수부사이의 열전달， cap bubble의 발생으로 인한 현상의 왜곡등이 

발생하게 된다. BETHSY(BaziD, 1990) 실험장치의 경우에 척도된 강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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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은 25mm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저온관이 위치하는 상부는 

환상관으로 제작하고 하부는 단일 원형관으로 설계하였다 LSTF(ROSA, 

1985)의 강수관은 원형과 동일한 환상관으로 하였으나 환상관의 간극은 척도 

비에 따른 값보다 약 43% 증가된 5.3 cm이다 ATLAS의 경우 강수관에서의 

Cap bubble의 발생에 따른 유동양식의 보존 및 플러딩과 관련된 표면장력의 

영향을 보존하기 위해 강수관의 간극 크기를 이상적인 척도에 의한 값보다 

크게 설계하였다. 또한 노심 외곽에 위치하는 노십 우회유로의 냉각수 체적 

은 강수관에 포함시켜 강수관의 체적을 증가시켰다. ECC bypass 현상을 모 

사하는데 중요한 변수인 액적발생 조건을 이용한 척도왜곡 분석 결과， 실험 

장치에서는 강수부의 간극이 척도법에 의한 크기보다 증가된 이유로 액적 

발생이 원형보다 늦게 발생하게 되어 bapass 되는 냉각수의 양이 적어질 것 

으로 평가된 바 있다. 반면에 실험장치가 전반적으로 축방향 길이는 1/2로 

감소하고 윈주방향의 길이는 1/12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Aspect ratio가 원형 

에 비해 증가하여 원형에 비해 안전주입수 주입부와 파단부의 거리가 짧아 

지고 강수부 간극이 줄어들어 안전주입수 직접우회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연구소에서 수행된 개별 효과 실험에서의 안전주입수 우회량 측 

정 실험은 Modified linear scaling에 따라 축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ATLAS와의 척도해석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직접 적용의 어려움도 예상된 

다. 따라서 안전주입수 직접우회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 효과 실험 또는 예비 

실험(Exploratory experiment)을 고려할 펼요도 있다. 

실제 실험에서는 강수부 간극 크기가 척도법에 따른 값보다 크게 설계 

된 영향으로 인한 ECC bypass의 감소와 증기응축량의 증가등은 ECC 주입 

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고 강수부의 Aspect ratio(L!D)의 증가 

에 따른 직접 우회량 증가는 ECC 주입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는 이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강수부의 다차 

원적인 열수력 현상을 예측하고자 환형 강수부로 설계한 것으로 상기한다면 

이들의 열수력적 영향을 각각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원자로 용기의 설계에서 냉각재의 열용량과 내부 구조물이 열용량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 내부의 

구조물의 열용량을 고려한 구조물과 냉각재 체적비 보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강수부의 외경이 커지면서 배럴을 통한 강수부내의 냉각재로의 열전달 

면적이 커진 측면도 있다 따라서 대부 구조물의 축적열 및 열손실 등에 대 

한 평가와 구조물을 통한 강수부로의 열전달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가 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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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APRl400의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재관수 단계에서는 강수부 비등 

이 현안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의한 열수력 거동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노심 배럴 및 압력용기의 열용량에 대한 척도해석이 요구된다. 내부의 구 

조물에 대한 상세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구조물들에 대한 원형과의 열적 

상사성 유지를 위한 열용량 척도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적으로 압력용기 외부 단열 또는 배럴에 전열봉을 설치하여 열속 조절을 통 

한 보완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현재 척도해석에서 나 

타난 강수부의 과도한 열전달 단면적으로 인한 과도한 증기의 응축 효과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통 배관 

일반적으로 종합열수력 실험 장치의 배관에 대해서는 수평관에서의 유 

동양식 보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관에서의 Froude 수의 상사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BETHSY 실혐의 경우， 고온관에서의 

Froud 수의 상사성 보종을 위해 시험장치의 전체 척도비에 따른 고온관 내 

경보다 약 60% 크게 제작된 고온관이 설계되었다. SPES-2 실혐의 경우에도 

수평관에서의 유동양식 천이를 보존하기 위해 Froude 수가 보존되었다. 

수평관에서 중요한 것이 유동양식 보존 외에도 마찰에 의한 압력 강하 

의 보존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찰 저항과 Froude 수를 동시에 보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평관에서의 압력강하와 유동양식을 동시에 상사화하 

는 것이 어렵다. 결국， 수평관에서의 척도비의 결정은 마찰저항과 Froude 수 

를 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TLAS의 경우 

Froude 수에 의해 배관이 설계되면 체적척도법에 의해 결정된 배관 직경보 

다 고온관의 직경이 증대되어 증기발생기 하부 플레넘의 연결부와 고온관의 

중심간 높이를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증기발생기의 하부플레넘의 

설계를 변경하여 체적의 일부를 고온관 수직부로 이동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저온관은 실험장치의 펌프의 체적을 고려하여 펌프의 일부 체적이 중간관의 

수직부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저온관이 설계되었다. 

중간관의 경우 중간관의 수직부와 수평부의 직경이 각각 체적척도법과 

Froude 수 보존이 적용되어 직경이 서로 다르다. 이때， 증기발생기 하부 플 

레넘 쪽의 연결부의 배관길이를 일부 증가시켜서 높이를 보존하였다 이와 

같은 배관 설계는 펌프의 체적 결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수평관에서의 척도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지만 고온관 및 저온관의 주 

요 압력 강하 특성과 유동 양식을 보존하고 flooding에 관한 국소 척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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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loop seal clearing 현상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최적으로 반영하는 설계가 펼요하며 이상적인 척도법에 의한 설계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척도왜곡에 대한 정 량적 평가가 펼요하다고 판단 

된다. 

배관의 파단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형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에는 

미임계유동이 사고 전반의 파단 유량을 결정하게 되는 반면 소형 파단 사고 

의 경우 임계유동이 파단 유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임계유동 및 미임계유 

동을 모사하기 위한 파단 부위 Scaling Ratio Criteria가 상이하게 된다 현재 

ATLAS의 파단부의 면적은 기준원전의 파단부에서의 L/D를 유지하고 방출 

계수를 원형과 동일하도록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임계 유량과 관련하여 

대형파단과 소형파단의 파단면적에 대해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증기발생기 일차측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의 세관은 원형과 동일한 직경， 피치， 배열을 갖 

도록 설계한다. 또한 Full-Height인 경우 세관의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가 

참조원전과 동일하여야 하며， 평균 길이가 참조원전과 동일하도록 세관의 길 

이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설계한다. 그러므로 이차측에서의 수력학적 

직경과 최소길이를 갖는 세관에 의해 형성되는 이차측의 유동 경로가 참조 

원전과 동일하여 진다. 증기발생기내에 설치된 각종 지지판， 유동분포배플 

(FlowDistribution Baffle) 등도 참조원전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다. 비교적 

국외의 열수력 종합 실험 장치들에서 전열관을 설계하는 방법론과 큰 차이 

가 없다. 

많은 열수력실험 장치에서는 증기발생기 입구 및 출구 플레넘에 대해 

서는 직경에 대한 길이비(L/D)를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동면적 및 체적비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플레넘의 하부는 L/D 
를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플레넘의 전체 길이와 체적비를 이상적인 값으로 

제작하기 위해 플레넘의 상부에 Filler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척도왜곡을 

최소화 한다. ATLAS의 경우 증기발생기 하부 플레넘을 척도비대로 축소하 

면 tube sheet 하부와 고온 및 저온관 노즐의 높이가 변경되고 결국 RCS의 

기하학적 배열이 바뀌게 되는 문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하부 헤드의 일부 

체적을 고온관과 저온관으로 포함시킨 다음 하부 헤드 전체체적비를 유지하 

기 위해 하부 헤드 내부에 filler box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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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기발생기 이차측 

증기발생기의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출력과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열제거 간의 열평형을 맞추는 것이 

다. ATLAS의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체적 축소비와 높이비는 전체적인 축소 

비에 따라 각각 1/ 288 및 1/2으로 설계되는데 높이비 1/2에 따른 강수부나 

nser 부분을 통과하는 냉각재 속도 상사성 유지를 위한 냉각재 유량을 고려 

하여 열전달 용량은 최대 1/203.6의 비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이차측 체적 축 

소비가 1/288인데 비해 노심 열전달 축소비가 1/203.6이 되어 과도 상태시 

이차측에서 일차측으로의 역열전달을 모사하는 경우에는 열전달율이 기준원 

전의 경우보다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실험 결과의 분석 시에 열전달 

축소비가 체적축소비보다 작은 설계로 인한 현상의 왜곡이 정 량적으로 분석 

되어야 할 펼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증기발생기 강수부에 대해서는 원자로용기의 강수관과 마찬가지로 전 

체적인 척도비에 따라 환형의 일체형관으로 강수부를 설계할 경우 구조물과 

의 열전달， 노심노출시 노심과 강수관사이의 열전달， Cap bubble의 발생 등 

의 현상의 왜곡현상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의 강수관은 상부 환 

상관과 하부 원형관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ETHSY 실험장치의 

이차측 강수관은 4개의 외부 원형관으로 설계되었으며， 상부 환상관의 최소 

간극은 8.8 cm이고， 하부 윈형관의 직경은 4.31cm이다. LSTF의 증기발생기 

강수관도 상부 환상관과 4개의 하부 원형관으로 제작되었다. ATLAS의 이차 

측 강수부도 외부의 관으로 설계되었으며， 체적비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하였다 척도해석 결과 강수부의 수력학적 직경은 기준원전과 달라지는데 이 

에 따른 주요 열수력 현상의 왜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강수부 수 

력 직경 변화에 따른 벽면 압력저항의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상으로 인해 수위에 따른 물의 체적비가 기준원전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위 및 체적의 관계를 적절히 보정할 수 

있는 해석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실험 결과에 대해 척도 보상을 해 줄 펼요 

가 있다. 

증기발생기 증기돔(Steam Dome)에는 증기분리기 (Steam Separator)/건 

조기 (Dryer) 등의 복잡한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어， 실험장치의 설계시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기분리기/건조기 등의 증기돔 구조물은 증기 

관(Steam Line)으로 배출되는 증기의 경계조건을 보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BETHSY 실험장치의 이차측에는 증기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BETHSY 실험장치에서는 저출력사고만을 모의하기 때문에 증기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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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증기속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액체가 Entrain되지 않아 증기분리 

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기관파단사고의 경우에서처럼 증기 

속도가 커지면 Entrainment량C 커지기 때문에 증기분리기가 설치되어야 한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BETHSY 테트스 매트릭스에서는 증기관파단사고를 

모의하지 않는다. LSTF 실험장치에서는 증기분리기를 두 개 설치하였다. 이 
러한 증기분리기는 증기유량분율에 대한 증기분리기의 효율이 원형과 같아 

지도록 설계하였다 ATLAS의 경우， 증기관 파단 사고를 모의하는 것을 계 

획하고 있기 때문에 증기분리기의 설치되지만 건조기는 설치되지 않는다. 기 

준원전인 APR1400의 경우 증기분리기를 통한 증기의 기포율은 26%이고 건 

조기를 통하면 기포율이 99.75%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기 

발생기의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기 이전에 기준원전의 증기분리기와 건조기 

에 의한 열수력 현상에 주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특 

히 증기관 파단 사고에 대한 APR1400 대상 예비해석을 통해 증기분리기 및 

건조기의 효율에 대한 응축 재순환율 등을 평가해서 ATLAS 증기분리기 제 
작 설치 시 기준원전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ATLAS의 전 

열관을 둘러싼 nser의 체적이 약 척도값보다 약 16%증가하여 이를 보정하 

기 위한 filler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filler의 구조 및 배치로 인해 내부 유 

동 양식이나 기타 열수력 현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주증기관 및 주급수관의 파단사고를 적절히 모의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주증기관 및 주급수관의 유로 길이， 유동면적， 체적， 파단면적， 임계유 

량 등에 대한 척도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ATLAS의 주증기 

관， 주급수관 등의 척도해석에 이들의 파단사고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 

고 보이며 실제 이들의 제작 및 조립 이전에 이에 대한 상세한 척도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주냉각재 펌프 

일반적으로 펌프의 설계에 있어서 주요 설계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펌프의 형태가 동일하고， 기하학적 형상의 상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펌프 날개수， 입출구 날개의 각도 등의 기하학적 구조가 동일해야 

하며， 임펠러의 직경은 직경에 대한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펌프의 비속도가 보존되어야 한다. 헤드비， 질량유량비， 펌프의 관성 및 토크 

는 비속도， 비용량， 비수두의 상사화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전체 루 

프의 압력강하도 적절하게 모사되어야 하며 과도 상태에서의 기준원전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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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정규화 된 호몰로고스 곡선이 기준 원전과 동 

일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펌프 특성의 보존 여부가 예비해석을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펌프의 비속도가 보존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펌프의 회전 속도를 사고전개에 

따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TLAS의 경우， 기준원전의 비속도， 비용량， 비수두 등의 상사화를 통 

해 척도비를 만족하는 펌프의 제작은 어렵기 때문에 LSTF나 BETHSY 등 

에서 펌프의 회전수를 전기적으로 제어하여 기준원전의 펌프 특성을 모사한 

것처럼 ATLAS에서도 기준원전의 펌프의 관성서행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전기적 회전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펌프의 체적， 헤드， 토크， 호몰로고스 곡선 및 기타 요구되는 성능 

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상용 펌프의 구입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펌프의 상세 설계 내역 및 사양이 결정된다면 이후 각종 기준원 

전의 과도 상태에 대한 예비해석을 통해 실제 실험에서 부여해야 하는 펌프 

의 운전 조건 등을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척도비와 다른 펌프의 설계로 

나타날 수 있는 열수력 현상에 대한 왜곡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 

요할 것이다. 

마 가압기 

가압기의 설계시 기본적으로 모든 실험장치에서 일반적으로 가압기 체 

적， 정상운전시 냉각수 및 증기 체적은 체적척도비에 의해 설계되고， 냉각수 

수위에 대한 길이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고도는 길이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밀림관에서의 유동저항에 대한 상사성이 보존되도록 

설계한다. ATLAS의 경우 가압기 용기의 체적， 길이， 내경 및 외경 등을 

global scaling 에 따라 설계하였으므로 적절한 가압기 수위 제어에 의해 기 

준원전과 상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압기내의 가열기 용량， 살수관(Spray)내의 유동저항， 유량 등은 일반 

적인 척도해석법에 의존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하학적 상사성을 만족하도 

록 설계된 가압기를 사용한 실증실험장치는 BETHSY, Semiscale 

Mod-3CPatton, 1978), SRI-2CLarson, 1987), LOBI-Mod2 등이다. 그러나 이 

러한 기하학적 상사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압기는 작 

은 직경을 갖기 때문에 이차원적 현상 연구에 부적합하며， 가압기내 파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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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부적 현상이 왜곡될 수 있다. 

가압기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를 통해 유동이 발생하거 

나 가압기에서의 파단 등의 사고 시에는 가압기내에서의 국부적인 현상이 

중요해지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가압기에 대한 국부적인 척도해석이 수행되 

기도 한다. 이러한 국부현상 보존방법은 고온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척도화된 

방출밸브 유량에서 가압기 직경에 대한 Froude 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사 

용될 수 있다 

밀림관에서의 유동양식 및 Counter-Current Flow Limit 등의 국부적 

현상은 가압기의 거동을 지배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러한 국부적 현상을 

만족하기 위해 Froude No 와 Counter-Current Flow Limit이 보존되도록 설 

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부적인 현상의 보존은 밀림관에서의 유동저항에 대 

한 상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밀림관에서의 국부적인 현상을 만족하기 위해 BETHSY 실험장치에서 
는 수평부에 대해서는 Froude No. 상사화 조건과 온도 성층 상사화 조건을 

사용하여 직경을 결정하였고， 가압기 밑면의 수직 부위에 대해서는 Wallis와 

Kutateladze의 Flooding 상관식의 경겨1를 이용한 CCFL 상사화 조건을 사용 

하여 직경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두 조건을 가장 만족하면서 

고온관 직경에 대한 밀림관의 직경비가 참조원전에 가장 가까운 상용 파이 

프를 사용하였으며 밀림관의 수직부위의 길이는 참조원전과 동일하고， 수평 

부의 길이는 전체적인 체적비를 만족하도록 조절하였다. ATALS의 경우에도 

밀림관에서의 국부적인 현상을 고려하여 각 부위에 대해 최적의 설계값을 

도출하였다. 수평부에 대한 Froude 수의 보존과 상향분기관의 off-take의 보 

존을 위해 수평부와 상향분기관의 수직 직경에 대해서는 직경은 O.0306m로 

설계된다. 만일 상용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직부 관에 대해서는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에 발생하는 CCFL을 보존하여야 하므로 O.0l5m의 thermal 

sleeve를 설치하고 고온관 연결부에 대해서는 임계유동의 보존을 위해 

O.0l8m의 thermal sleeve를 설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압기 및 밀림관에서의 국부적인 현상은 사고 종류에 따 

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에서 설명한 국부적 현상의 보존 방법들 

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비해석을 통해 가압기 설계에 대한 타당성 

및 사고에 대한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 각 사고 유형별 가압기 거동 

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실험장치의 가 

압기 설치 및 세부 조립 단계 이전에 이러한 평가를 통해 밀림관과 가압기 

내의 설계로 인해 전체 계통의 거동뿐만 아니라 가압기내에서의 국부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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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왜곡 여부 등에 대한 parametric effect를 평가할 펼요가 있다 특히 

global scaling 에 따른 설계값과 다른 설계가 적용된 배관들에 대한 척도 왜 

곡의 정도가 정량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예비해석 결과 검토 

DVI 배관 파단， 주증기관 파단， 저온관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한 

MARS3.0을 이용한 예비해석 결과는 ATLAS의 각 사고시의 열수력 거동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심각한 현상의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사고 예비해석 결과가 표4.5-2~표4.5-4에 요약되어 있다. 

DVI 배관 파단과 저온관 양단 파단 사고의 경우에 모두 파단 부의 방 

출량 사고 초기 거동이 기준원전과 차이를 보이고 감암 특성이 차이가 나서 

안전 주입수의 주입 거동 및 그에 따른 수위 등이 기준원전과 약간씩 차이 

를 보였다. 

근본적으로 ATLAS의 경우 기준원전의 100% 출력을 모사하지 못하여 

8% 출력을 모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일차 계통의 유량만 8% 수준으로 맞 

추고 나머지 일， 이차계통의 온도 및 압력 등의 불리적 조건들은 기준원전의 

100% 값을 그대로 유치하게 된다. 단， 100% 출력의 상태와의 누적 에너치를 

보존하기 위해 ATLAS에서의 노십 출력을 8% 상태로 경우에 따라서 수 

십초에서 수 백초 동안을 유지하게 하였다. 

주증기관 파단 사고의 경우는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초기 조건을 설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차계통의 압력 및 온도도 일차계통과 마찬가지로 

노심 출력 100% 상태의 조건을 초기 조건으로 설정하다보니 헤더의 증기압 

이 기준원전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증기관으로 방출되는 

증기의 유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증기의 초기 조건을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기발생기 이차측 수위를 임의로 줄여야 가능 

하게 되고 이러한 초기조건의 설정은 이후에 일어나는 열수력 거동에 상당 

한 왜곡을 초래함을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실제 실험에 적용될 노심 출력 

8%에 대한 이차측의 초기 조건 설정에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노심 출력 8%를 유지하면서 증기발생기의 열역학적 상태를 기준원전 

의 100% 출력 상태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현상의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초기 조건 설 

정을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한 편， 저온관 대형 차단 사고시에는 강수부의 다차원적인 열수력 현상 

이 실험에서 주요 관찰 대상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예비해석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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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3.0의 일차원 계산모률을 이용한 해석 외에 3차원 모률을 이용한 해석 

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일차원 모률로는 강수부에서의 

안전주입수 직접 우회나 액적 entrainment 등의 현상에 대한 영향 평가가 쉽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의 초기 조건의 설정에 대해 계통의 전반적인 열역학적 상 

태의 결정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예비해석을 통해 적절한 초기조건을 설정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ATLAS의 기본 설계 안에 대해 독립적인 검 

토가 이루어 졌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척도해석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ATLAS의 대부분의 계통들이 global scaling의 척도 기준을 만족하 

고 있으며 계통별로 주요한 열수력 현상들에 대해서는 국부적인 척도 기준 

에 의해 설계 되었다. 

높이비를 1/2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1/ 1 높이와 1/ 2 높이 장치간의 

명확한 우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장치의 활용 목적， 원형 발전소의 

특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높이비가 더 작아질 경우(1/4 등) 연료봉 열유속의 과도한 증가， 짧은 길이로 

인한 조립 설치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 현재의 ATLAS의 기준원전은 

APR1400이고 참조원전이 KNGR 인데， DVI 관련 현상을 제외하고는 

APR1400 원자로계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수력 현상이 KNGR과 유사하고 

기본적인 설계 내역도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장치의 개조를 통해 ATLAS 

실힘을 KNGR에 대해 연장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형 강수부(Separate DC) 대신 일처1 형 환형 강수부를 채택할 경우 

강수부에서의 3차원 현상 및 새롭게 도출될 시나리오 모의에 적합하다 축소 

높이 설계를 채택할 경우 일처1 형 환형 DC 구현이 가능해지는 반면 1/ 1 높이 

와 비교하여 1/ 2 높이 설계에서는 강수부 간극 크기가 44% 증가하게 된다. 

강수부 간극 크기가 척도법에 따른 값보다 크게 설계된 영향으로 인한 ECC 

bypass의 감소와 증기응축량의 증가 등은 ECC 주입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 이 고 강수부의 Aspect ratio(L!D)의 증가에 따른 직 접 우회 량 

증가는 ECC 주입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는 이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강수부의 다차원적인 열수력 현상을 

예측하고자 환형 강수부로 설계한 것으로 상기한다면 이들의 열수력적 영향 

을 각각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631 -



이외에도 노십 및 배관의 압력 강하 특성의 보존을 위한 세부 방안 마 

련과 원자로 용기의 구조물의 열용량에 대한 척도 왜곡 평가 등이 보완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노심 출력이 기준원전의 8%인 것으로 파생되는 이 

차측의 실험 초기 조건 설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 

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한편， APR1400 관련 안전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개별 효과실험이 

진행 중이다. 향후 ATLAS 실험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평가 시 현재 연구되 

고 있는 APRl400 안전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별 효과 실험 결과들과 비교 

하고 현상의 왜곡이나 척도 해석의 타당성 검증 등을 교차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SPES 실험의 경우， 일체형 환형 강수부 해석을 위해 

별도로 3차원 코드인 FLOW3D를 사용한 바 있다. ATLAS의 강수부도 일처1 

형 환형으로 설계되어 다차원적인 열수력 현상이 지배적일 수 있다. 따라서 

코드해석에 있어서 3 차원 해석 코드의 사용이 권장되며 실험 결과 밝혀질 

수 있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코드의 문제점 또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을 도 

출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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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1 ATLAS 실험 수행 계획 

단계 실험 항목 실험 목적 

종합시운전 자연순환 
자연순황 특성 확인 

계통해석 코드 평가/검증 

LBLOCA Refoold 
APR1400 안전현안 해결지원 
고도의 데이터 생산 및 코드 검증 지원 

l 단계 DVI Line Break 
고도의 데이터 생산 및 코드 검증 지원 

산업체/규제기관/연구소 코드 검증 지원 

SBLOCA 
고유 실험 데이터 생산 

산업체/규제기관/연구소 코드 검증 지원 

MSLB DVI 주입시의 붕산 특이 거동 

SGTR 사고진행 및 코드 예즉 성능 평가 
2 단계 

사고진행 및 코드 예즉 성능 평가 FLB 

I Mid-Loop Operation 열수력 특성 및 코드 예즉 성능 평가 

설계기준 조과 사고 및 사고전략 수립을 위한 실험의 지속 

3 단계 산업체/규제기관 요청 사나리오 모의 

국제 공동 프로그램 개발 ., 

표 4.5-2 DVI Line 파단 사고 예비해석 결과 검토 

사고유형 --n \ ATLAS 예비해석 결과 j' 

노심 출력， 일차계통 압력， 배관 유량 동의 상사성 보존 

결과 초기 방출유량은 기준원전에 비해 높고 이후 기준원전과 유사함 

노심 수위와 강수부 수위는 기준원전보다 낮은 결과를 보임 

초기 ATLAS의 방출유량이 큰 것은 정상상태 사 강수부 및 배관에서 노심 

DVI-Line 
으로 흐르는 유량이 1/、 ? 로 줄면서 강수부 하부로의 inertia가 기준원전에 

파단 비해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 

초기 안전 주업수 유량의 주업 특성이 기준원전과 다른 것은 방출유량에 

검토 따른 계통 압력 거동이 달라진 측면이 기여 

ATLAS의 구조물들의 질량이 기준원전을 척도화한 것보다 커서 구조물들 

에 저장된 에너지가 기준원전에 비해 커 방출유량이 증가시킨 측면도 있으며 

길이비가 1/2로 축소되어 강수부의 정적 수두가 기준원전에 비해 감소된 것 

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임 

짧
 



사고유형 

주증기 

배관파단 

사고 

(MSLB) 

표 4.5-3 주증기배관 파단 사고 예비해석 결과 검토 

ATLAS 예비해석 결과 

노심의 출력과 유량은 초기 일정 시간 동안을 제외하면 APR1400과 

ATLAS의 거동이 유사하게 나타남 

노심의 압력 거동은 주증기관의 파단 이후 기준원전과 ATLAS-2의 경우 모 

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ATLAS-l에서는 상승하는 거동을 보임 

이차계롱의 압력은 ATLAS-l의 경우 파단측의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함 

ATLAS-2의 경우는 압력의 크기는 기준원전과 차이가 있지만 거동은 비교 

결과 l적 기준원전을 잘 따르고 있음 

ATLAS-l의 경우는 초기의 수위가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증기관 파단 

이후에 파단부의 증기발생기 수위는 거의 0에 가깝게 유지되어 증기발생기로 

의 열전달량이 급격하게 감소함 

ATLAS-2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었지만 기준원전에 비해 거동의 왜곡이 

그다지 심하지 않음 

ATLAS-2의 경우 방출량이 감소하는 시기가 기준원전에 비해 약간 늦지 

만 이후 방출거동은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임 

ATLAS-l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노심의 출력을 2차 계롱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해주지 못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2차계롱의 거동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차측과의 열전달 

특성이며 이에 대한 상사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차계롱의 수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ATLAS-l의 초기 정상상태 설정 사 증기의 압력을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검토 l유지하기 위해 이차측 내부 냉각재 수위를 낮게 설정하여 내부 재고량이 기준 

원전에 비해 매우 작아져 파단측에서 상실한 열제거량을 건전 증기발생기가 

감당하기에는 이차측 내부 재고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압력의 상승 경향이 매 

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방출량의 거동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증기관 및 

증기 헤더 및 nser 동의 압력 구배 및 밸브 동의 유동 저항 및 작동 특성 동 

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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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4 대형냉각재상실 사고 예비해석 결과 검토 

사고유형 ATLAS 예비해석 결과 

노심 및 가압기 압력이 기준원전의 경우보다 빠르게 감소 

결 
방출량 원자로 용기측은 기준원전보다 많고 펌프측은 기준원전과 비숫함 

Re !lood peak의 온도값은 기준원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임 

과 
노심 quenching이 기준원전에 비해 약간 지연 

하부 플레념의 과냉도는 기준원전보다 낮게 나타남 

노심 수위가 기준원전에 비해 낮게 나타남 

파단부에서의 방줄량이 기준원전에 비해 커져 감압이 빠르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안전주업수 거동이 blowdown 시기에서 안전주업수가 기준원전에서 보다 

LBLOCA 
빠르게 시작됨 

강수부 부피가 척도비 보다 크게 설계되어 전체 체적의 보전을 위해 하부 플 

검 
레념 체적을 척도비보다 작게 설계한 것이 하부플레념 과냉도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이며 또한 원자로 용기의 구조물의 열용량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 

상됨 
토 

Quenching이 지연된 것은 방출량이 기준원전에 비해 컸기 때문이며 또한 노 

심 상부와 강수부의 차압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임 또한 ATLAS의 

강수관의 체적이 척도비보다 약 l.62배 커진 것도 노심수위를 낮게 하는데 상당 

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도와 고도에 따른 부피의 상관관계와 노 

심 상부와 강수부 간의 차압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짜
 
빼
 



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저11 1 절 연구 개 발 목표 달성 도 및 대 외 기 여 도 

본 과제의 제2단계 3년간(2002.4-2005.2)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 

어 왔다. 

1차년도(2002):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설계 최적화(ATLAS 기 

본 설계) 및 제작 · 설치 추진체계 구축(계약 체결 포함) 

2차년도(2003) ’ ATLAS 실험장치 상세 설계 및 기기 구매 · 제작 

착수 

3차년도(2004) ’ ATLAS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 

1차년도 연구 착수 당시， 본 연구에서는 신형경수로 APRl400을 1/1 높 

이， 1/300 체적， 실제 운전 온도 및 압력으로 모의하는 종합효과실험장치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었으나， APRl400 표준 설계 인가에서의 조건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실험장치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화 작엽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1/2 높이， 1/288 체적비의 아틀라스(ATLAS) 설계가 도출되었 

으며， 그 과정에서 시나리오 예비 해석， 수 차례의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국 

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2002년 9월 ATLAS 기본설계 최적화가 완료된 후， 2단계 착수시 설정 

하였던 2005년 10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세설계 제작 · 설치 시운 

전 작엽을 일팔 발주하기로 결정하였다. ATLAS 상세설계 · 제작 · 설치를 위 

한 주계약자 선정 과정에서는 입찰 가격 차이로 인한 1차 유찰을 거쳐 2003 

년 1월 두산중공엽(주)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곧 이어 2003년 3월까지 한국 

전력기술(주)가 상세설계 엽무를 지원하고 (주)일진정공이 제작 · 설치 엽무 

를 지원하는 사엽체계가 구성되었다 

계약 이후 ATLAS 구축 사엽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차례의 계약 유찰로 인한 기간 손실과 장치의 상세 설 

계， 제작 설계， 기기 제작 및 설치 등에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에 대한 참여 

엽체의 경험과 기술의 미흡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되어 온 것도 사 

실이다. 당초 2004년 10월까지 유체 및 기계 계통과 핵심적인 계측제어계통 

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실제 공정은 약 4개월 지연된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 지연은 장치의 성능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 

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며， 당초 계획대로 2005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 

록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진 및 참여엽체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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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실험장치 구축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1 ，200여개의 

계측 포인트를 갖는 고온 · 고압 종합효과 실험장치를 국내에서 처음 구축하 

는 과정에서 부닥친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국내 제작기술 수준(특히 고난도 실험장치 관점에서)을 고려할 때는 성공적 

인 진행을 보여 왔다고 판단된다 현재 장치 구축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난제 

들은 모두 해결되었으며， 다음 단계에서 시운전을 거쳐 장치를 준공하고 1단 

계 실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장치 구축과 병행하여 장치 구축 및 종합효과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의 정보 교환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 

험장치의 구축이 가능해겼으며， 향후 세계적인 핵심 열수력 실험시설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TLAS 일차계통 배관의 유량 계측을 위해 자처1 

개 발된 평 균 양방향 유동튜브(Average Bi-Directional Flow Tube) 개 념 은 상엽 

적으로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어， 원자력 실용화 연구 사엽을 통한 상용 유량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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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절 연구 개발 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 

ATLAS 실험장치는 2(고온관)x4 (저온관) 구성의 냉각재계통과 DVI 및 
CLI 안전주입 모의 성능을 보유하고 실제 운전 열수력 조건(출력은 붕괴열 

수준)을 모의하는 세계 유일의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이며， 향후 일본의 

LSTF(l/48) , 독일의 PKL(1/145) 등과 함께 세계의 핵심 열수력 실험시설로 
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TLAS는 향후 다음과 같이 활용 

되어 국내 원전 시설의 안전성 향상/확인 및 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가동 중 원전 및 신규 원전의 경제성 제고， 원자력 기술/플랜트 수출을 위한 

안전 검증/연구 기반 제공 등의 역할을 할 것이다. 

1) 일차적으로 APRl400의 대형 냉각재상실사고(LBLOCA)시 안전주입 

수 거동에 대한 실증적 평가 자료 확보를 통해 안전 현안 해소에 기여’ 

LBLOCA 재관수시 강수관과 노심 거동 등 

2) APR1400 및 KSNP 사고 모의실힘을 통해 해석코드 평가/검증에 기 
여’ MARS 코드 검증 및 개선， 산엽체 설계/해석코드 국산화(산자부 과제) 

지원， 규제검증 코드 평가 및 개선 등 

3) 대응실험 (Counterpart Test) 및 데이터 교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외 

국 실험자료 입수， 일본원자력연구소 LSTF, 독일 Frarnatome-ANP의 PKL 

장치와의 대응 실험 및 데이터 교환을 추진하고， USNRC와의 협력을 통해 

관심있는 실험 데이터 입수 

4) 운전절차서 개발 및 사고관리계획 수립/검증을 위한 실험 수행， 비 

상운전절차서 개발 및 검증， 사고관리계획 수립 및 검증， 운전 절차 최적화 

지원 등 

5) 가동중 원전 열수력 안전현안 발생시 모의실힘을 통한 거동 규명 및 

코드 예측 성능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6) 신형원자로 개발 및 APRl400와 KSNP 설계/운전 개선시 검증실험 

수행 APRl400을 개선하는 APR-II 개발 및 KSNP의 설계 최적화에 따른 
성능 검증 지원， Power Uprating 관련 안전해석체계 검증 지원 

7) 제어 계측기술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실제 원자로 운전 조건 
을 유사하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응요 기술 개발 가능 

8) 세계적 열수력 안전 연구 실험시설로서의 위상 확보 및 활용’ 일차 

적으로 OECD!NEA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2008년 예상) 

실험장치 구축 및 실험 수행 과정에서 확보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및 연구진의 역 량은 향후 국내 열수력 안전성 연구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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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열수력 안전 연구를 주도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한편 본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평균 양방향유동튜브를 이용한 

유량 측정 개념은 ATLAS 실험장치에 직접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11월 착수된 원자력 실용화 과제를 통해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실용화 과 

제에는 국내 유수의 유량계 제조/공급엽체인 한국오발(주)가 참여하고 있으 

며， 4-5년 내에 수십억원의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 과제는 차기단계 (2005.3-2007.2)에 계속되어 실험장치를 준공한 

후 1단계 실힘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으로 있다. 표 5.2-1 및 그림 5.2-1 

은 차기단계 연구 내용과 추진 방법을 각각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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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5.2-1 차기단계 연구 추진 계획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가압정수로열수력종합효과실 l 제어/계즉시스템 겸교정 완료 
험장치 ATLAS 준공 1- 주요 기기/계통 성능검증시험 

- ATLAS 장치 종합시운전 
- 주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절차서 
개발 및 예비 실험 

- Q/A 체계 보완 및 운영 

제 1차년도 
l。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착수 

(2005) 
APR1400 대형냉각재상실사고 Reflood 
단계 

。 ATLAS 활용체 계 구축 

1 、

준공 후 3회 이상의 실험수행 

ATLAS 사용자그룹 결성 및 운영 
ATLAS 자문회의 운영 활성화 
실험 매트릭스 개선 

국내 전문가 참여 시험 전후 분석 수행 

。 열수력종합실험장치 ATLASI- APR1400 LBLOCA Reflood 모의실험 
운영 맞 제 1단계 실험 l 완료 

APR1400의 DVI관 파단사고 모의실험 

l ’ l 、‘ 1- APR1400 맞 KSNP의 SBLOCA 
모의실험 

총 10회의 열수력종합효과 실험 

제 2차년도 l =--는녕’ i 1 목표(국외 장치 대응 실험 포함) 
(2006) 1 \ 1- Q/A 체계 보완 및 운영 

- 실험장치 유지보수 

。 ATLAS 활용체 계 강화 ATLAS 사용자그룹 운영 맞 자문회 의 
운영 활성화 

- ATLAS 실험장치의 국내외 검증 
- 국내외 협력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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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차기단계 연구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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