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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수출 전략형 연구로의 후보 핵연료 형태의 한가지로 고려중인 튜브형 핵연료 집

합체 핵연료 사이 냉각유로에서의 유속 및 압력강하 등과 같은 유동특성을 실험하

기 위하여, 그 수력시험 test-loop를 설계/제작/설치하 다.

튜브형 핵연료 수력시험 설비는 펌프, 유량계, 튜브형 핵연료를 장전하여 유속측

정 및 압력강하 측정을 하는 test-section과 이들을 연결하는 배관의 test-loop과 온도, 

압력, 유량등의 계측기들로부터 측정값을 읽고 저장하는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구분된다.

본격적인 핵연료 채널에서의 유속을 측정하기 전 기초실험으로서, 유속측정에 사

용된 pitot tube의 측정값을 검증하고, 더불어 test loop에 설치된 유량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핵연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 시험부 내부 유속분포를 측정

하 다. 측정된 유속분포를 적분하여 체적유량을 얻고, 이 값을 유량계가 측정한 체

적유량과 비교하 다. 또한 측정값의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여 측정된 유속이 

±2.21%의 불확실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결과, pitot tube를 이용하여 측정한 유속분포로부터 얻은 체적유량과 유량계

가 측정한 체적유량은 매우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pitot tube

와 유량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었다.

제작/설치된 수력시험 test-loop은 필요에 따라 test-section부분만 교체하면 튜브형 

핵연료뿐만 아니라 하나로의 18봉 및 36봉 핵연료 및 FTL의 in-pile assembly 등과 관

련된 유동특성 시험도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하나로 조사공에 설치되는 

다른 기기들의 사전 유동특성 시험에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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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bular type fuel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candidates for Advanced HANARO 

Reactor(AHR). It is necessary to test the flow characteristics such as velocity in each 

flow channels and pressure drop of tubular type fuel.

A hydraulic test-loop to examine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for a tubular type fuel 

has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It consists of three parts; a) piping-loop including 

pump and motor, magnetic flow meter and valves etc, b) test-section part where a 

simulated tubular type fuel is located, and 3) data acquisition system to get reading 

signals from sensors or instruments. In this report, considerations during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the facility and the selection of data acquisition sensors and instruments 

are described in detail.

Before doing the experiment to measure the flow velocities in flow channels, a 

preliminary tests have been done for measuring the coolant velocities using pitot-tube 

and for validating the measurement accuracy as well.

Local velocities of the radial direction in circular tubes are measured at regular 

intervals of 60 degrees by three pitot-tubes. Flow rate inside the circular flow channel 

can be obtained by integrating the velocity distribution in radial direction. The 

measured flow rate was compared to that of magnetic flow meter. According to the 

results, two values had a good agreement, which means that the measurement of 

coolant velocity by using pitot-tube and the flow rate measured by the magnetic flow 

meter are reliable. Uncertainty analysis showed that the error of velocity measurement 

by pitot-tube is less than ±2.21%.

The hydraulic test-loop also can be adapted to others such as HANARO 18 and 36 

fuel, in-pile system of FTL(Fuel Test Loo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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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출 전략형 연구로의 후보 핵연료 중 한가지로 고려중인 튜브형 핵연료는, 곡판

형 핵연료가 냉각유로를 사이에 두고 동심형으로 여러 겹 적층된 모양을 띠고 있

다. 핵연료 부수로에서 자유롭게 냉각수가 혼합되는 봉형 핵연료와는 달리 튜브형 

핵연료는 형상적 특성상 이러한 냉각수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튜브형 

핵연료에서 각 냉각유로에서의 유량(유속)분포와 압력강하 특성은 열수력 설계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튜브형 핵연료 각 냉각유로에서의 유속과 압력강하 특성 시험을 위해, 튜

브형 핵연료를 장전하여 유속 및 압력강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test-section

을 포함하는 시험설비를 설계/제작하 다. 또한 시험장치로부터 온도, 압력, 유량 등

과 같은 측정값들을 읽고 저장하는 data acquisition system을 구축하 다.

튜브형 핵연료의 냉각유로에서 유속 및 압력강하 측정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 측정값을 검증하고, 더불어 test-loop에 장착된 전자기식 

유량계의 정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핵연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

의 원형 시험부 내부 유속분포를 측정하 다. 측정된 유속분포를 적분하여 체적유

량을 얻고, 이 값을 유량계가 측정한 체적유량과 비교하 다. 그 결과 pitot-tube의 

유속측정으로 구한 체적유량과 유량계의 측정값이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측정의 정확성과 유량계의 정확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

었다. 또한 유속 측정값의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량의 맥동(fluctuation)에

도 불구하고 측정오차 범위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튜브형 핵연료의 유동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수력특성 

test-loop를 설계/제작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측정과 유

량계의 정확성 검증, 그리고 유속측정값의 불확실도 분석등에 대해 기술하 다. 

제작/설치된 test-loop은 필요에 따라 시험부만 교체하면 튜브형 핵연료뿐만 아

니라 하나로의 18봉 및 36봉 핵연료 및 FTL의 in-pile assembly 등과 관련된 유동

특성 시험도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하나로 조사공에 설치되는 다른 기기들

의 사전 유동특성 시험에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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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력실험 test-loop 설계 및 제작

2.1. 개요

튜브형 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냉각유로에서의 유속 및 압력강하 특성을 실험

하여, 튜브형 핵연료에 대한 핵/열수력 설계에 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력시험 

test-loop를 설계/제작/설치하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되었던 유속측정 방안, test-loop 설계 시 고

려사항, data acquisition system 구축, 유속 및 차압 측정용 계측기 선정 등에 대해 

정리하 다[1, 2, 3].

2.2 Test-loop 설계

2.2.1. Test-loop의 구성 개념 및 고려사항

튜브형 핵연료의 냉각유로에서 유속 및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압력강하를 측정할 

수 있는 test-loop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loop를 구동하기 위한 펌프와 

모터, loop에 흐르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압력강하 측정을 위한 차압계, 

data acquisition system, 유속측정을 위한 pitot-tube 등이다.

유속측정 및 압력강하 시험에서 유량조건을 변경하면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므

로 펌프구동 모터는 반드시 회전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inverter형 이어야만 하고, 

설계유량 만큼의 유량이 흐를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핵연료 압력강하 특성은 오로지 유량에 대한 함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핵연료

의 압력강하 특성 시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량계가 필수적이다.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 측정을 위해서는 폭 2.5mm에 불과한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 삽입이 가능할 만큼 작은 직경의 pitot-tube가 필요하며, 벽면의 향을 

받지 않도록 정압 탭의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Pitot-tube로 측정된 유속은 최소한 

0.1m/s이하의 측정 분해능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 도를 갖는 차

압계가 요구된다.

Fig. 1은 test-loop의 구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사양은 이

후에 자세히 기술한다.

2.2.2.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측정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ig. 2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전압과 정압을 측

정하고 전압에서 정압을 빼줌으로서 동압을 얻어 이를 속도로 환산하게 된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압력 측정 지점 간에 Bernoulli 방정식을 적용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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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ic concept of test-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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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of flow velocity

Pt
ρ
+
V 2
t

2
=
Ps
ρ
+
V 2
s

2
 (높이 차이는 무시) (1)

전압 Pt(정체압)가 측정되는 지점은 유동 정체점이므로 속도는 0이다. 따라서 위

식 좌변 두 번째 항도 0이다.

Pt = Ps+
1
2
ρV 2

s (2)

이 식을 속도에 대해 정리하면,

V =

√
2 (Pt− Ps )

ρ
=
√
2∆P
ρ

(3)

따라서 식(3)에 측정된 전압과 정압의 차이(동압)를 대입하면 pitot-tube 주위를 흐

르는 유동의 속도를 알 수 있다[4]. 

일반적으로 피토관은 Fig. 3과 같이 이중관으로 만들어져서 안쪽관 tap(피토관 

앞쪽 끝부분)으로는 전압을 측정하고 바깥쪽 관(피토관 측면) tap으로는 정압을 측

정한다. 

CFD해석[5]을 통해 얻어진 튜브형 핵연료 각 채널별 예상 유속은 최대 약 9.1 

m/s에서 최소 약 8.3 m/s까지 범위로 예상되므로, 유속에 따른 예상 측정동압을 계

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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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tot-tube

V = 9 m/s ⇒ Pd = 40,419 Pa  (Pd, 9 m/s - Pd, 8.9m/s = 894 Pa)

8.9 m/s ⇒ Pd = 39,525 Pa  (Pd, 8.9m/s - Pd, 8.8m/s = 883 Pa)

8.8 m/s ⇒ Pd = 38,642 Pa  (Pd, 8.8m/s - Pd, 8.7m/s = 873 Pa)

8.7 m/s ⇒ Pd = 37,769 Pa  (Pd, 8.7m/s - Pd, 8.6m/s = 863 Pa)

8.6 m/s ⇒ Pd = 36,906 Pa  (Pd, 8.6m/s - Pd, 8.5m/s = 854 Pa)

8.5 m/s ⇒ Pd = 36,052 Pa  (Pd, 8.5m/s - Pd, 8.4m/s = 843 Pa)

8.4 m/s ⇒ Pd = 35,209 Pa  (Pd, 8.4m/s - Pd, 8.3m/s = 833 Pa)

8.3 m/s ⇒ Pd = 34,376 Pa

 

그러므로 유속 측정에서 0.1 m/s의 해상도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800Pa 정도

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설계유량을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 단면적으로 나눈 냉각수 평균유속은 9m/s 

이므로 10%정도의 여유를 더해 10m/s라고 하면, pitot-tube를 통해 측정되는 동압

은 50kPa이다. Pitot-tube에 연결된 차압계가 Full Scale Output range의 0.1% 오차

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압력차는 50Pa이다. 만약 Full Scale Output 

range의 0.5%나 심지어 1%까지의 오차를 갖는다 하더라도 각각에 해당되는 오차는 

250 내지 500Pa로 800 Pa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0.1m/s의 해상도로 유속을 측

정한다고 할 때, 차압측정 시 내포된 오차가 측정값에 향을 주기는 어렵다.

2.3. Test-loop 제작/설치

튜브형 핵연료의 유동특성 시험을 위한 test-loop 설치작업은 계장캡슐과제에서 

설치한 단일시험루프를 개조하여 설치하 다. 이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공동 활

용, 비용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단일시험루프의 펌프 및 유량계를 그



- 13 -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test-loop의 두 지점에 분기관을 설치하고 각각에 게이트밸

브를 설치하 다. 각각의 게이트밸브 끝단에는 튜브형 핵연료 test-loop와 계장캡슐 

test-loop를 연결함으로서 게이트밸브의 개폐 조작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test-loop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 유량계와 구동펌프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도 

튜브형 핵연료 test-loop와 계장캡슐 test-loop 간에 상호간섭이 전혀 없이 양립하

여 사용이 가능하다.

Test-loop에 설치된 원심식 펌프는 양정 30m, 최대유량 1.2m
3
/min으로 20마력

(15kW) 4상의 펌프 구동모터에 연결되어 있다. 펌프 구동모터에는 inverter가 설치

되어 있어서 구동모터에 연결된 전원의 주파수 변환을 통해 구동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test-loop의 유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60Hz에서 펌프 

구동 모터의 최대 회전수는 table 1 에서와 같이 1770RPM이다.

Test-loop에서 정확한 유량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핵연료의 차압특성 

실험 시엔 차압이 오로지 유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유량은 곧 엉뚱한 결

과로 이끌게 된다.

기존 test-loop에 장착된 유량계는 전자기방식으로 측정 가능한 유량범위에서 약 

±0.5%의 측정오차를 갖는 매우 정 한 유량계이다. 특히 test-loop에 흐르는 물은 

de-mineralize된 순수이기 때문에, 낮은 유전율을 갖는 물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특

별한 모델이 채택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유량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유전

율은 0.01□□S/cm이다[Table 1].
Test-loop의 가장 상부에는 loop내에서 발생한 거품이나 배관 틈새에 남아 있는 

거품들이 loop를 순환하다가 loop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상부가 개방된 저수조를 설

치하 다. 하지만 저수조로 유입되는 물이 저수조 내에서 급격한 소용돌이를 일으

켜 수조수 표면에서 공기를 배관 내에 끌어들여, test-loop내에 공기방울들이 섞여 

흐르게 되어 유량계가 정확한 유량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저수조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 유입되는 유동에 의한 소용돌이가 수조수 표면까지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함으로서 해결하 다.



- 14 -

Fig. 4 Schematic of test-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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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of test-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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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test-loop components

 Pump

 Type

 Hydraulic head

 Flow rate

 Revolution

 Manufacturer

 Reciprocal type

 30m

 1.2 m
3
/min

 1750 RPM

 Chungwoo Co.

 Motor & Inverter

 Moter power

 Type

 Revolution

 Manufacturer

 15kW (20HP)

 4-Phase, 220V/380V, 60Hz

 1770 RPM

 Hyundai heavy Industry (motor)

 LG Industrial Electrics (inverter)

 Flow-meter

 Model

 Measurement type

 Measurement Range

 Accuracy

 Output signal

 Minimum measurable

 conductivity

 Manufacturer

 ADMAC CA200

 Capacitance magnetic flow-meter

 0 to 1.5 m
3
/min

 ±0.5% of flow rate (25mm to 100mm dia. pipe)

 4 to 20mA DC

 

 0.01 □□S/cm
 YOKO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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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est-section

Fig. 5는 튜브형 핵연료 유동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test-section부의 개략도이다. 유동

이 유입되는 하부(그림 오른쪽)에는 Fig. 6과 같이 소구경 원형관을 이용하여 만든 flow 

straightener를 inlet plenum 내에 장착하여 test-section 내부에서의 유동분포가 국부적으

로 편중되지 않고 가능한 한 고른 유동분포를 갖도록 하 다.  

튜브형 핵연료가 장착되는 부분은 Fig. 7(a)와 같이 직경 80.4mm, 길이 975mm인 투

명 아크릴로 제작하 다. 아크릴 튜브 끝부분(핵연료 윗부분)에는 pitot-tube를 장착할 수 

있는  3개의 고정대가 120°마다 설치되어 있다. Pitot-tube 고정대[Fig. 7(b)]는 “ㄱ”자 형

태로 구부러진 pitot-tube가 튜브형 핵연료 사이 2.5mm 유로에서 이동하면서 속도를 측

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pitot-tube가 반경방향 및 축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Fig. 7(c)는 test-section에 설치된 튜브형 핵연료와 pitot-tube의 유속측정 모습이다. 실험

에 사용된 튜브형 핵연료는 기 제작된 실제 크기의 모형을 직접 사용하 다. Fig. 8은 실

험에 사용된 튜브형 핵연료 모형이다.

Fig. 9는 조립이 완료된 튜브형 핵연료 test-loop의 test-section부의 모습이다. 튜브형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량을 측정하기 위해 핵연료 receptacle 바로 밑부분과 핵연

료 뒷부분에 정압측정 탭을 설치하 다. 두 정압 탭은 투명한 우레탄 튜브를 사용하여 차

압계와 연결하 다.

Test-section부의 핵연료 장전부분은 투명한 아크릴 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유동특

성 중에 핵연료의 진동과 같은 거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향후 튜브형 핵연료의 진동

특성 실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est-section부가 교체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

에 필요에 따라 test-section부만 교체하면 하나로의 18봉 및 36봉 핵연료나 FTL의 

in-pile-assembly의 유동특성 실험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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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honeycomb

(b) photo of honeycomb

(c) photo of inlet plenum of test-section

Fig. 6 Inlet plenum of test-section and honey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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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acryl test-section

   

(b) detail view of pitot-tube mount  

(c) installation of pitot-tube

Fig. 7 Schematic of test-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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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oto of tubular type fuel mock-up 

Fig. 9 Photo of test-section for tubular typ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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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속 및 차압 측정용 기기

튜브형 핵연료를 전면에서 보면 다음의 그림 Fig. 10과 같이 여러 겹의 얇은 판이 동

심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판과 판 사이의 거리는 불과 약 2.5mm로 이러한 얇은 슬릿모

양의 채널에서 유속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hot wire나 LDV같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

으나, 현재 실험 여건 상 이들과 같은 고수준의 측정 장비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 하다. 따라서 유속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pitot-tube를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a) schematic of cross-section view

 

(b) photo of channels for cooling water

Fig. 10 Cross-section view of tubular type fuel

Pitot-tube는 Fig. 3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중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쪽관은 전

압을, 바깥쪽 관은 정압을 측정하게 되고 각각을 차압계에 연결하게 되면 곧바로 동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속도로 환산할 수 있다[4]. Fig. 11은 본 실험에 사용된 pitot-tube

이다. 이 pitot-tube는 두께 2.5mm의 슬릿형인 튜브형 핵연료 채널에서 측정이 가능하도

록 직경을 2.3mm로 주문 제작하 다. pitot-tube 측면의 정압 탭도 벽면의 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180° 간격으로 2개만 위치하도록 하 다. Pitot-tube에서 측정된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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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압은 투명 우레탄 튜브를 통해 차압계로 전달되고, 차압계에서 나타나는 측정 차압

은 동압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차압계는 2 종류로서 각 0∼50kPa 및 0∼300kPa의 측정 압력범

위를 갖는다. 0∼50 kPa의 측정범위를 갖는 차압계는 유속측정용이고, 300kPa 측정범위

를 갖는 차압계는 핵연료 압력강하 측정용으로 사용하 다. 측정오차는 두 종류 모두 전

체 측정범위의 ±0.025%이내로서 매우 정 하다. 출력은 4∼20mA의 직류 전류 신호를 낸

다[Table 2]. 

  

Fig. 11 Pitot-tube

2.6. Data acquisition system

열수력 실험에 주로 사용하는 열전대나 차압계, 유량계 등과 같은 계측장비들에서는 

측정된 값을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Data acquisition 

system은 이러한 전기적인 신호를 읽고, 이 전기적인 신호를 의미 있는 물리량(온도, 압

력, 유량)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Data acquisition system의 주요 부분은 A/D converter로 계측기들로부터 출력된 전

기신호를 컴퓨터에서 인식하여 읽어 들일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준다. 이때 

A/D converter가 얼마 만큼 분해능이 좋은가에 따라 정 한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계측

기가 아무리 높은 정확성과 정 도를 갖는다 하여도 A/D converter의 분해능이 낮다면 

충분한 정 도를 얻기 어렵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Agilent 34980A는 모든 전기 신호(전

류, 전압, 저항)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와 주기도 읽을 수 있고, 고분해능을 

가지며, 높은 정 도를 확보하고 있다[Table 3]. Data acquisition system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항목은 측정 속도이다. 이 측정 속도는 분해능과 연관이 있어서, 분해능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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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측정 속도가 떨어지고 분해능을 낮추면 측정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6].

본 실험에서 Agilent 34980A는 1개의 K-type thermocouple과 4개의 차압계, 전자기식 

유량계로부터 신호를 읽어들이는데, 열전대를 제외한 차압계와 유량계에서는 4-20mA의 

전류신호를 출력한다. 

차압계에는 500Ω의 shunt 저항을 내장한 변환기를 추가로 부착하여 1-10V 전압신호

가 출력되도록 변환하 고, 유량계에는 250Ω의 shunt 저항을 부착하여 1-5V의 전압신호

가 출력되도록 하 다. 

이들 신호는 Agilent 34980A의 A/D converter module을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노트북 PC와 GPIB protocol을 사용하는 USB interface cable로 연결되었다. GPIB는 

RS-232C와 같은 직렬연결 통신에 비해 빠른  data 전송속도와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노트북 PC에서는 Agilent VEE software[7]를 이용하여 Agilent 34980A를 작동시켜 

신호를 읽거나 읽어들인 신호를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보여주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가상의 제어반이 실행되게 된다. Agilent VEE는 각각의 실험에 적합하도록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가상 제어반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측정 프로그램 제

작이 가능한 유연한 프로그래밍 도구이다.

Fig. 12는 튜브형 핵연료 채널에서의 유속분포 및 차압측정에 사용될 data acquisition 

system의 가상 제어반이다. 제어반 상부 좌측은 두개의 창은 test-loop를 흐르는 물의 온

도를 나타내며 그래프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도 볼 수 있도록 하 다. 제어반 상부 우

측의 창들은 전자기식 유량계로부터 얻어진 체적유량을 나타내며 또한 질량유량으로도 

환산하여 보여준다. 제어반 아랫부분에는 3개의 Pitot-tube에서 측정된 차압(동압)은 3개

의 창에서 각각 나타나며, 동시에 유속으로 환산되어 나타낸다. 유속 역시 시간에 따른 

변화 경향을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다. 각 유량조건마다 튜브형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차

압은 별도의 창에서 Pa 단위로 표시된다. 가상 제어반에서 나타난 값들은 엑셀파일 형태

로 저장이 가능하다.

펌프를 구동하는 전기모터에 공급되는 전원이 정 하게 제어되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inverter를 통해 모터에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순간적인 유량

변동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 중에 test-loop를 흐르는 유량은 안정적으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진 않는다. 따라서 어느 한 순간에 나타난 값을 측정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값을 얻을 때는 반드시 20회에서 30회 가량 연속적인 측정을 하

여 이를 산술 평균한 값을 측정값으로 사용한다.

Fig. 13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data acquisition system의 전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 24 -

Table 2. Specification of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Range

 Output signal

 Accuracy

 Manufacture

 0 to  50 kPa : 4ea / 0 to 300 kPa : 1ea

 0 to 20mA DC

 ±0.025% of F.S.O.

 Rosemount Emersion

 Isolation power distributor

 Input signal

 Output signal

 Excitation external power

 4-20mA DC

 1-10V DC

 24V DC

Table 3. Specification of data acquisition system

 Notebook PC for data acquisition system control and data storing

 CPU speed

 RAM

 Intel Pentium III 1.6 GHz

 512MB

 Agilent 34980A multi-functional Switch/measure unit

 Measurable inputs

 Resolution

 Accuracy

 measurement speed

 Interface

 thermocouple, RTD, thermistor, Frequency, Period

 DC/AC voltage, DC/AC current, 2/4 wire resistance

 6½ digits

 ±0.04% in DC voltage

 up to 2000 readings/sec

 GPIB, USB, LAN

 Agilent 82357 USB/GPIB interface converter

 Interface

 Data transfer speed

 IEEE 488(GPIB), USB 1.1 & 2.0 

 850KB/sec

 Agilent 34921A 40-channel armature multiplexer module

 Agilent 34921T terminal block including temperature compensation circuit

 Agilent VEE 7.5 for Vurtual Instrumen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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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ata acquisition control panel

Fig. 13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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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tot tube 측정유속과 유량계의 검증

3.1. 개요

튜브형 핵연료의 각 채널별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test-loop 및 data acquisition 

system을 제작/설치 완료하 다[3]. 본격적인 핵연료 채널에서의 유속을 측정하기 전 기

초실험으로서, 유속측정에 사용된 pitot tube의 측정값을 검증하고, 더불어 test loop에 설

치된 유량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핵연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 시험부 내

부 유속분포를 측정하 다. 측정된 유속분포를 적분하여 체적유량을 얻고, 이 값을 유량

계가 측정한 체적유량과 비교하 다. 또한 측정값의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여 측정된 유

속이 ±2.21%의 불확실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결과, pitot tube를 이용하여 측정한 유속분포로부터 얻은 체적유량과 유량계가 측

정한 체적유량은 매우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pitot tube와 유량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었다[8].

3.2. 실험방법

3.2.1 유속 및 핵연료 압력강하 측정

튜브형 핵연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채널에서의 유속분포 측정을 위해 Fig.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120°마다 설치된 pitot-tube를 이용하 다. Pitot-tube는 

test-section 시작 지점으로부터 약 600mm 지점에 설치되었다[Fig. 14(a)]. Fig. 14(b)는 

pitot-tube가 장착된 위치에서의 축방향 단면 그림이다. pitot-tube는 반경 방향으로 이동

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토관을 유동채널 직경거리 내에서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면

서 측정하게 되면 Fig. 14(c)와 같은 일종의 방사형 유속 측정망을 형성하게 된다.

유동채널 내 국부 유속은 반경방향 5mm 간격으로 측정되었고, 하나의 측정선에서 17

개의 측정값을 얻게 되므로 유동채널 측정단면에서 총 53개의 국소 유속측정값을 얻는다.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압력강하량을 측정하기 위해 receptacle이 시작되는 부분과 

test-section이 끝나는 부분에 정압 탭을 설치하 다. Test-loop을 흐르는 유동이 모든 부

분에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축방향 위치라 할지라도 회전방향 위치에 따라 다

른 값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 점에서만 측정된 정압은 측정된 위치에서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Fig. 15와 같이 piezometer ring을 이용하여 평균 정압을 측정함으로서 

해결하 다. 동일한 축방향 위치에서 회전 방향으로 배열된 3개 이상의 정압 탭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서, 한 점에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게 측정되더라도 평균화된 압력

이  압력 측정 장치로 전달된다. 따라서 측정값의 fluctuation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안

정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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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section

    

    (b) pitot-tube installation        (c) velocity measurement-net

Fig. 14 Schematics of pitot-tube installation

Fig. 15 Conventional piezometer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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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시 유의사항

유속을 측정하는 pitot-tube와 핵연료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한 정압 탭들은 내경 

4mm인 투명한 우레탄 튜브를 이용하여 차압계로 압력을 전달한다. 우레탄 튜브는 신축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되는 압력이 고압인 경우에는 우레탄 튜브 자체가 팽창하

게 되어 정압 탭에 가해진 압력을 그대로 압력계로 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압을 측

정하는 경우에는 압력도관을 우레탄과 같이 신축성있는 재질로는 사용하지 않고 금속관

을 사용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측정되는 압력이 작게 때문에 우레탄 튜브를 사용하

더라도 측정값에 향을 주진 않는다.

본 실험과 같이 수력시험에는 압력도관에 물이 채워지게 된다. 이 때 압력도관 내에 

공기방울이 존재하게 되면 압축성 유체인 공기 때문에, 측정 압력이 압력도관을 통해 전

달될 때 fluctuation이 일어나거나 부정확한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향은 높은 압력

을 측정할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압력도관에 공기방울들

을 모두 제거해 주어야 한다.

Test-loop에 순환수를 보충하거나 test-loop의 물을 교체하고 난 후에는 test-loop내에 

공기가 유입되어 있으므로 test-loop를 가동하게 되면 많은 공기방울들이 배관을 따라 흐

르게 된다. test-loop에 공기방울들이 많이 섞여 흐르게 되면 유량계가 정확한 유량을 측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공기방울들이 test-loop 내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실험 

전에 충분히 loop을 가동해야 한다. 공기방울들은 저수조에 유입되면 수조 표면으로 떠올

라 없어지게 설계되었다.  

3.3. 실험결과

Fig. 16에는 각 유량별로 3개의 pitot-tube에서 측정된 유동관 내 반경방향 유속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벽면 근처에서는 벽면 마찰의 향으로 중심부에 비해 유속이 작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동관 내 유속분포는 층류 유동장의 특징인 중심부에서 가장 크

고 벽면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포물선형이 아니라, 벽면 근처에서만 큰 속도구배를 

보이고 중심부에서부터 어느 정도 벽면에 근접한 부분까지도 비슷한 속도분포를 보이는 

난류 유동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pitot-tube로 측정된 원형 시험부 내의 평균

유속에 대해 식(1)을 이용하여 Reynolds 수를 계산해 보면[Table 4], 관내유동에서 층류

와 난류를 구분하는 기준인 Re > 2100에 비해 휠씬 큰 값인 것을 알 수 있다. 

Re=
ρVDh
μ (4)

그래프 상에서 왼쪽 부분은 분명한 경향을 보이면서 변화하는데 반해, 오른쪽은 일부 

측정값이 전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값을 보인다. 유속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늘고 긴 

pitot-tube가 측정을 위해 유동관 안쪽으로 삽입된 길이가 길어지면서 반대편 벽 부근에

서는 pitot-tube에 유체유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육안 및 진동음으로 확인하 다. 이러

한 pitot-tube의 진동이 측정값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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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관 내에서의 각 pitot-tube 마다 유량에 따른 유동관 내부 유속분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Fig. 17을 보면, 유동관을 흐르는 유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벽면과 중심부 

사이의 유속구배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관 내부의 유속분포는 일부분

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Pitot-tube로 측정한 원형 시험부 내 유속분포를 적분하여 구한 체적유량과 실험장치

에 장착된 전자기식 유량계에 나타난 체적유량을 Table 5에서 비교하 다. 보는 바와 같

이 두 값이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0 -

Table 4. 체적유량 대비 평균측정 유속 및 Reynolds 수

기준 체적유량

(m
3
/min)

Velocity(m/s) Reynolds number

0.3 1.00 81,469

0.5 1.63 132,795

0.6 1.98 161,309

0.9 3.00 244,408

Table 5. 속도측정으로부터 얻은 유량과 유량계로부터 얻은 유량 비교

기준 체적유량

(m
3
/min)

측정 속도로 구한 유량

(m
3
/min)

전자기식 유량계

(m
3
/min)

0.3

1st 0.3021 0.303

2nd 0.3021 0.301

3rd 0.3013 0.301

0.5
1st 0.4930 0.504

2nd 0.4898 0.502

0.6 - 0.5991 0.601

0.9 - 0.91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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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Velocity distribution in test-section measured by pitot-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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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불확실도 분석

유속 측정값에 대한 전체오차(systematic error)는 식(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10, 11].

Uv

V
=

√
(
U∆P

∆P
)2 + (

Uρ

ρ
)2 (5)

이 식에서 좌변 두 번째 항의 물의 도에 대한 불확실도는 ±0.2%(= 2/998)로 추정되

며, 실험에 사용된 차압계의 제작사가 보장하는 측정오차는 ±0.025%이므로, 유속측정에

서 전체오차는 ±0.2%이다. 

하지만 순환수를 구동하는 펌프의 모터에 완벽하게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 기타 배관 요소들 때문에 loop 내에서의 순간적인 유량맥동(fluctuation)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pitot-tube를 이용하여 동압을 측정하면 유량맥동에 따라 측정되는 동압 

역시 맥동하게 된다. 이 향은 식 (5)에 측정압력 맥동에 대한 항을 포함시킴으로서 불

확실도 해석에 반 할 수 있다. 식 (6)은 측정압력 맥동에 대한 향을 포함한 식이다. 

Uv

V
=

√
(
U∆P

∆P
)2 + (

U∆Pfluctuati on

∆P
)2 + (

Uρ

ρ
)2 (6)

새로 추가된 식(6) 우변 두 번째 항의 분자는 pitot-tube로 측정된 동압의 표준편차이

며, 다음의 식 (7)로부터 구한다.

σ x=
(x 1-x)

2
+(x 2-x)

2
+......  x n-x)

2

n-1 (7)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 측정은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pitot-tube의 측정위

치와 유속조건에 따라 측정된 동압의 표준편차는 평균 측정값의 ±1.3% ∼ ±2.2% 범위 

내에 있었다. 불확실도 해석에는 최대 표준편차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유속측정 실험에서의 최종적인 불확실도는 ±2.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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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수출 전략형 연구로의 후보 핵연료 중 한가지로 고려중인 튜브형 핵연료의 채널별 유

속 및 압력강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test-loop과 유속 및 차압측정 기기의 제작 및 설

치, 그리고 data acquisition system 구축이 완료되었다.

Test-loop은 기존의 계장캡슐 단일시험루프의 일부 설비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시설의 공동 활용, 비용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한 튜브형 핵연료뿐만 아니라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나 FTL의 in-pile assembly도 시

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됨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2.5mm 두께의 얇은 슬릿형인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 삽입이 가능하도록 직경 

2.3mm로 주문 제작된 pitot-tube와 차압계를 사용하여 튜브형 핵연료의 각 채널 유속 및 

압력강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K-type 열전대를 사용하여 test-loop을 흐르

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물 도를 보정하여 체적식 유량으로부터 질량

유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모든 측정값들은 data acquisition system에 연결되고, 가상 제어반을 통해 원

격으로 측정값들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서 유속분포 측

정을 위해 사용된 pitot-tube의 유속측정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된 튜브형 핵연료 

수력시험 루프에서 튜브형 핵연료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시험관 내 유속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적분하여 평균유속을 구해 체적유량을 구했다. 이렇게 얻어진 체적유량을 

Test-loop에 설치된 전자기식 유량계에서 측정된 체적유량과 비교하여 두 값이 매우 잘 

일치함을 보 다. 이로써 pitot-tube가 측정한 유속의 정확성을 검증하 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전자기식 유량계의 측정값 역시 동시에 검증 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된 

값으로부터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고 pitot-tube로 측정된 유속이 ±2.21%의 불확실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서 유속측정 및 핵연료 압력강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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