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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새연구로 핵연료 설계를 위한 임계 열유속 성능 비교 평가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새로운 수출 전략형 연구로에서 핵연료 후보들은 봉형, 판형 및 튜브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각각의 핵연료 후보들은 그 형상에 따라서 각기 장단

점을 지니고 있으며, 새 핵연료의 선정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수출 측면에서 고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곡판 형의 튜브형 핵연료를 사

용하려 한다. 

 그러나, 형태의 특이성으로 인해 이러한 핵연료에 대해 여러 면에서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특히, 핵연료 설계 요건 중 원자로심은 

설계 기준 사고 상태에서도 핵연료 손상이 허용 한도 내로 제한되도록 설계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강제 순환 비등은 가정된 사고 상황 동안에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 집합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반응도 주입

(reactivity-initiated) 또는 유동 상실 사고(Loss-of-flow accidents) 동안 발

생할 수 있다. 비등 증기의 형성은 연료 표면으로부터의 국부 열전달에 향

을 주며, 냉각수 채널을 따라 동적 압력 강하의 증가로 이끈다. 전자는 연료

로부터 효율적인 열 제거를 막는 안정된 증기 막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비

등 위기(임계열유속, Stable burnout)를 초래할 수 있다. 후자는 채널 입구에

서의 throttling restriction과 같은 안정적 인자들의 부재 속에서 불안정한 수

력적 역들을 유발 할 수 있다. 차례로, 이러한 역들은 dryout이 발생할 

수 있는 레벨로 유속의 자발적인 강하(flow excursion, 유동 이탈)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유형상 측면 및 열수력 안전 설계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임계 열유속 측면에서 새연구로 핵연료 후보들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핵연료 형태 별 열수력 특성과 관련하여 튜브형 핵연료는 판형과 봉형의 

중간 정도 특성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연료 부피 대비 표면적이 

큰 판형 및 튜브형 핵연료가 핵연료 온도 면에서는 봉형에 비해 매우 유리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튜브형 핵연료는 판형 핵연료보다는 온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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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봉형에 비하면 현저히 낮으며, 튜브 수를 추가하면 판형 핵연료 수준

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과제는 국제 경쟁력 및 고유 기술소유권이 확보된 새연구로 핵연료 기

술에 대한 임계 열유속 측면에서의 세부 설계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하여 임계 열유속 측면(유동 불안정성 및 ONB는 결국 임계열유속 현

상으로 발전된다.)에서, 기존 연구결과들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봉형, 판형, 

튜브형 핵연료의 성능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상관식과 자료를 확립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새연구로 핵연료 설계를 위한 임계 열유속 성능 비교 평가 연

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1. 연구로 안전 여유도(열수력 한계) 개념.

2. 연구로 운전 요건.

3. 유동불안정성 및 임계열유속 정의 및 이해.

4. 핵비등 시작(Onset of Nucleate Boiling, ONB), 유동 불안정성 시작(Onset 

of Flow Instability, OFI), 임계열유속 (Critical Heat Flux, CHF) 상관식 

조사.

5. 상관식들의 비교 적용 자료 확보.

6. 연구로 핵연료 형상 설계시 열수력 한계에 대한 상관식 적용 개념.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와 재료 시험로의 저온-저압-고유속 조건에 적용되는 

임계열유속 상관식(Stable Burnout Heat Flux Correlation)을 조사하 으며, 

“열전달 한계 또는 열수력 한계 또는 안전 여유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핵

비등 시작(Onset of Nucleate Boiling, ONB), 임계속도(Critical Veloctiy) 및 

유동 불안정성의 시작(Onset of Flow Instability - Premature CHF)에 대한 

유용한 상관식들도 조사하 다. 이러한 것에 앞서 현존하는 임계열유속 

database 현황이 조사되었다. 원자로 설계 목적에 있어, 핵비등 이탈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DNB)이 궁극적인 설계 제한 인자이기에 

임계열유속에 대한 수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중성자, 

경제성, 재료 제한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노심 냉각능력의 최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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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실험으로 얻어진 핵비등 이탈 상관식(DNB correlation or burnout 

correlation)의 공학적 판단이 더해진, 합리적인 사용에 의해 최고로 잘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압 판형 연구로와 시험로에 적용될 수 있는 

핵비등 이탈 상관식과 자료들을 확보하 다. 본 연구의 임계열유속 또는 핵

비등 이탈 상관식이 갖는 중요성은 열수력 설계 제한 인자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로 및 재료 시험로의 안전 여유도를 예측 및 평

가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상관식들의 결과를 핵연료 형상 후

보들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실험 과정을 줄이

고 보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NB, FI, CHF는 원자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열수력 한계점을 의미

한다. 즉, ONB의 발생이 FI로 FI의 발생이 CHF로 CHF의 발생은 핵연료의 

물리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CHF는 설계자나 운 자가 지켜야 하며, 인허가자

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Margino-line)이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저압 판형 연구로와 시험로에 적용될 수 있는 

핵비등 이탈 상관식들과 관련 자료는 새로운 수출 전략형 연구로의 핵연료 

후보로 거론되는 여러 형태의 봉형, 판형, 곡판형 연구용 핵연료의 설계시와 

인허가 시 안전 여유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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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Evaluation of Critical Heat Flux Performances for Design Strategy of 

New Research Reactor Nuclear Fuel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new research reactor nuclear fuels, rod-type, plate-type and curved 

plate-type geometries are recommended. Above all in selection of new 

research reactor fuels, the our own design is essential and necessary in 

order to export to other countries. In this point, curved plate-type is the 

most desirable. However, a peer review of the design is not going well 

due to the complex geometry.

 In particular, forced circulation boiling can occur in fuel assemblies of 

research reactors during postulated accident situations. Such situations 

could take place during reactivity-initiated or loss-of-flow accidents. 

Boiling vapor formation (i) affects the local heat transfer from the fuel 

element surface and (ii) leads to increase in dynamic pressure drop 

across the coolant channel. The former may induce boiling crisis 

characterized by a stable vapor film preventing effective heat removal 

from the fuel(stable burnout). The latter, in the absence of stabilizing 

factors such as throttling restriction at inlet of the channel, may result in 

unstable hydrodynamic regimes. These regimes, in turn, may lead to 

large spontaneous drop in flow rate (flow excursion) to such low level 

that dryout will occur.

 For these problems, new fuel candidates need to be investigated 

thoroughly. related to the geometry of fuel, curved plate-type is expected 

to have a characteristics in-between rod-type and plate-type. As we 

consider area per volume ratio of each geometry, plate-type and curved 

plate-type have better performance compared to rod-type in viewpoint of 

fuel temperature.

 The present project aims to establish the design strateg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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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critical heat flux correlations for various geometries 

applicable to research reactor operation condi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Work areas and the main scope as follows.

1. Research reactor safety margin(thermal-hydraulic limit) concept.

2. Research reactor operation conditions

3. Flow instability and critical heat flux definitions

4. Correlations for ONB, OFI, and CHF

5. Collection for the comparison materials of CHF correlations.

6. In design, the safety margin and correlation application concept

IV. Result of the Project

The present project investigated stable burnout heat flux correlations 

applicable to research reactor operation conditions of low pressure, low 

temperature and high flow rate. In addition, in series of thermal limits 

important to safety of the reactor, ONB and OFI correlations also were 

investigated. There are some world CHF databases for tube-inside flow. 

In order to design a research reactor, DNB is final design limit factor 

and so the collection of the data or correlation are very important. The 

optimal core cooling capability can be done by considering neutronics, 

economical efficiency, materials limit together through engineering 

judgement based on DNB correlations. The project collected the materials 

and correlations applicable to research reactor conditions. The correlations 

give a fundamental base for analyzing thermal limit factors and will be 

used helpfully in review of regulatory body and designer for safety 

evaluation.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CHF is eventually Margino-line in safety margin following ONB 

and OFI. The correlations and materials of the project will be used in 

identifying the safety margin and selecting the better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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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새로운 수출 전략형 연구로에서 핵연료 후보들은 봉형, 판형 및 튜브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각각의 핵연료 후보들은 그 형상에 따라서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새 핵연료

의 선정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수출 측면에서 고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곡판 형의 튜브형 핵연료를 사용하려 한다. 

 그러나, 형태의 특이성으로 인해 이러한 핵연료에 대해 여러 면에서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특히, 핵연료 설계 요건 중 원자로심은 설계 기준 사고 상태에서도 핵

연료 손상이 허용 한도 내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강제 순환 비등은 가정

된 사고 상황 동안에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 집합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반응

도 주입(reactivity-initiated) 또는 유동 상실 사고(Loss-of-flow accidents) 동안 발생할 수 

있다. 비등 증기의 형성은 연료 표면으로부터의 국부 열전달에 향을 주며, 냉각수 채널을 

따라 동적 압력 강하의 증가로 이끈다. 전자는 연료로부터 효율적인 열 제거를 막는 안정된 

증기 막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비등 위기(임계열유속, Stable burnout)를 초래할 수 있다. 

후자는 채널 입구에서의 throttling restriction과 같은 안정적 인자들의 부재 속에서 불안정

한 수력적 역들을 유발 할 수 있다[1]. 차례로, 이러한 역들은 dryout이 발생할 수 있는 

레벨로 유속의 자발적인 강하(flow excursion, 유동 이탈)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유형상 측면 및 열수력 안전 설계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임계 열유속 측

면에서 새연구로 핵연료 후보들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핵연료 형태 별 열수력 특성과 관련하여 튜브형 핵연료는 판형과 봉형의 중간 정도 특성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연료 부피 대비 표면적이 큰 판형 및 튜브형 핵연료가 핵연

료 온도 면에서는 봉형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튜브형 핵연료는 판형 

핵연료보다는 온도가 높겠지만 봉형에 비하면 현저히 낮으며, 튜브 수를 추가하면 판형 핵

연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형의 유동 불안정의 시작(onset of flow 

instability, OFI)를 결정하는 기준을 얻기 위해, Whittle and Forgan[2]은 저압에서 좁은 가

열 채널에서, 유동 속도 대 압력 강하를 측정하 다. 그들의 결과는, 주어진 열유속에 대하

여, 이탈하는 불안정이 발생하는 병렬 채널에서 유동 속도는 stable burnout이 발생했던 유

동 속도보다 더 컸다는 것을 제안했으며, Maulbetsch와 Griffith[3]는 tubes에 대해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했다. 그들은, 주어진 열유속보다 약 50% 더 컸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용 원자로의 조건에서(저압, 병렬의 좁은(미세) 채널), 유동 불안정이 더욱 제한적인 

현상이며, 정확히 분석되어야만 한다. 핵연료 후보들의 형태에 따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핵연료 선정의 근거가 주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분석은 찾기 쉽지 않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국내 고유 모델의 연구로의 개발은 수출 주도의 원자력 진흥 추

진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고유 모델의 개발에서 핵연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핵연료별  열수력 측면에서의 비교 검토 연구는 고유 모델 핵연료 선정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12 -

1.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과제는 국제 경쟁력 및 고유 기술소유권이 확보된 새연구로 핵연료 기술에 대한 임계 

열유속 측면에서의 세부 설계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임계 열유속 측면(유

동 불안정성 및 ONB는 결국 임계열유속 현상으로 발전된다.)에서, 기존 연구결과들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봉형, 판형, 튜브형 핵연료의 성능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상관식과 자료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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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모든 공학적 장치의 최적 설계과정은 요구되는 필요성(설계 요건)에 대해 사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최종 성능을 예측해 내어 더 바람직한 설계 값을 찾는 반복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를 찾는 노력이 실제로 최적화된 제품 완성도를 위해 더 많은 시간

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러한 새연구로의 최적 설계과정에서 본 과제

는 “최적 핵연료 형상 설계를 위한 후보들의 열전달 한계 특성 정보 획득 및 부족한 정보에 

대한 제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연 어떠한 정보들이 요구되고 있는가? 

몇몇 실제 연구로 설계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보자.

- “판형 핵연료 요소의 설계는 기초적인 열수력 정보를 요구한다 : ONB가 발생하는 열전달 

역, 연료 요소에 대한 압력강하 및 유속, 핵비등이탈(DNB), 유동 불안정성에 대한 조건

(FI), 연료 판이 붕괴되는 시점인 임계 속도. 이러한 설계를 위해 각각을 예측할 수 있는 상

관식들이 요구된다”[1]

- “McMaster Nuclear Reactor 판형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열전달 문제는 현재, MNR의 저

압 저유속 운전조건에 대한 ‘열전달 한계(Heat transfer limit)’의 판단기준으로 ‘전체 비등

(Onset of bulk boiling)의 발생시점‘을 고려해온 것이 타당한 가이다. 즉, 전체 비등 전에는 

핵연료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세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ONB, FI, CHF에 대

한 세 한 조사가 필요하다.”

- “MITR(MIT research reactor)은 중수로에의해 냉각, 감속, 반사되는 5MW 

MITR-I(1958)에서 경수에의해 냉각, 감속 및 중수에 의해 반사되는 5MW MITR-II(1976)로 

개조되었으며, 이후 1999년 10MW MITR-III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때 NRC의 연구로 원자로를 위한 licensing guidelines을 만족시키기 위한 Safety Analysis 

Report를 작성하 으며, 안전에 있어 가장 우선된 고려 사항은 ONB, OFI, Post-OFI, CHF

에 대한 여유도 다.”

결론적으로 ONB, FI, CHF는 원자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열수력 한계점을 의미한다. 

즉, ONB의 발생이 FI로 FI의 발생이 CHF로 CHF의 발생은 핵연료의 물리적 파괴라는 관

점에서 CHF는 설계자나 운 자가 지켜야 하며, 인허가자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

(Margino-line)이다. 본 2장에서는 이러한 원자로 설계시(핵연료 선정시)에 가장 우선시 되

어야 하는 ‘열수력 한계‘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한다.

2.1절 연구로 핵연료에서 열수력 한계

2.1.1 개요

일반적으로 연구로의 LSSS(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과 Safety Limits은 원자로의 

운전 조건과 핵연료 피복재 failure 조건사이에 일련의 안전 여유도에 기초로 한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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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한계들과 원자로 변수들 사이에 관계를 보여준다. 안전 판단 기준은 가장 뜨거운 

fuel(여기서 plate)에 대한 가장 뜨거운 지점(hottest spot)의 온도가 기준치(보통 450 oC)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 한계는 OFI(Onset of Flow Instability)의 지점 가까이의 운전

을 막도록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OFI지점은 가열 채널에서 유동 불안정성에 대한 실험상관

식에 의해 정의된다. OFI로부터 기인하는 CHF(Critical Heat Flux)는 원자로 CHF의 가장 

제한적 사항으로 간주된다. 보통 SAR(Safety Analysis Report)는 OFI 조건들 아래의 정상 

운전이 CHF와 결과적로 발생하는 지나친 피복재 온도 상승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것이 안전 한계 판단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

다. 

그림 2.1 연구로의 안전여유도 개념 - LSSS & Safety Limit [10]

 LSSS는 Safety limit 가까이에 운전을 방지하도록 설정한다. LSSS는 임계 운전동안(즉, 과

도동안 긴급 정지에 앞서) 노심에 어느 곳에서도 ONB를 방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운

전 한계(Operating Limit, OL)는 LSSS가까이에 운전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OL과 

LSSS사이에 여유도는 긴급 신호 정지를 받는 것과 제어 날개의 삽입사이에 계측 지연 시

간과 제어 날개 삽입에 시스템의 물리적 반응 시간에 대해 책임을 진다. OL은 원자로 긴급 

정지에 대한 설정 포인트들이다. 원자로 운전은 이러한 OL아래 이루어진다.

 연구로에 대한 한계치들의 유도에 있어, 과도상태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OFI, CHF 그리고 excessive 

clad temperature limits은 서로 서로 구분될 수 없다. OFI가 발생하는 것이 예측된다면, 그

리고 나서 그것은 최대 피복재 온도가 초과될 것이 가정된다.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 어떠한 

계산된 여유도도 없다. 하나의 여유도를 포함하기 위해, LSSS는 ONB와 OFI를 분리하도록 

정의 된다. OFI와 CHF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연구로는 매우 보수적이고, 과도 상태의 가능성을 책임지는 큰 여유도를 가진 

정상상태 계산을 기초로 한다. 보통, ONB를 경함하지 않고 원자로가 운전할 수 있는 한계

치는 LSSS 출력을 최대 출력의 120%에서 설정함에 의해 결정되며, LSSS hot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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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가 가정된다. LSSS 유량은 노심에서 핵비등 없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낮은 정상

상태 유량이도록 계산된다. 그러나 과도 상황에서, 긴급 정지 신호가 LSSS를 기초로 보내

지는 경우 ONB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OL을 정하는 이유가 된다.

일반적인 LSSS의 정의는

 “주어진 수용될 수 있는 정상운전 조건에 대하여, ONB는 원자로 정지 신호가 LSSS가 도

달하기 전에 보내질 수 있다면, 과도조건의 시작에 따르는 긴급 정지에 앞서 노심에 어느 

곳에서도 ONB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다.

일반적인 Saftey limit의 정의는 

 “주어진 수용될 수 있는 정상운전 조건에 대하여, CHF는 원자로 정지 신호가 안전 한계가 

도달하기 전에 보내진다면, 과도조건의 사작에 따라 노심의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로의 안전 여유도 측면에서 Safety limit과 접한 관계에 있는 즉, 

최종 핵연료 failure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임계열유속 값을 핵연료의 형태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상관식과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2 원자로 설계

새로운 핵연료 형태의 선정은 일반적인 원자로의 설계과정을 토대로 한다. 최종 원자로 설

계(핵연료 선정)는 필연적으로 핵인자와 열수력 인자사이에 일련의 타협(절충)이며, 이러한 

인자들은 모두 안전성과 경제성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원자로 설계자는 자주 원자로 설계

를 “타협(절충)의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그림 2.2는 일반적인 원자로의 설계과정이며, 우리

는 여기서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통한 예측은 설계된 핵연료의 정상 운전 출력이 안전 여유

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수가 된다. 

Thermal power output

Selection of core materials

Core lifetime, radiation damage amount of, enrichment of fuel

Fuel lattice 
(neutron flux, power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coolant density, void distribution, temp and heat flux along the hot channel, - are then computed iterative)

DNB ratio calculation

"
maxq (or, determined by the limiting value of the fuel melting temperature)

F
"

" max
av

qq
F

=

Total # rods 
"
av

Pq
A

=

"
c

"
actual

q=
q

diverge

그림 2.2 원자로 설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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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유동불안정성과 임계열유속의 정의

2.1.3.1 유동 불안정성 (Flow Instability)

강제 순환 비등은 가정된 사고 상황 동안에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 집합체에서 발생할 수 있

다. 그런 상황은 반응도 주입(reactivity-initiated) 또는 유동 상실 사고(Loss-of-flow 

accidents) 동안 발생할 수 있다. 비등 증기 형성은 (i) 연료 요소 표면으로부터의 국부 열전

달에 향을 주며, (ii) 냉각수 채널을 따라 동적 압력 강하에 있어 증가로 이끈다. 전자는 

연료로부터 효율적인 열 제거를 막는 안정된 증기 막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비등 위기를 초

래할 수 있다.(Stable burnout) 후자는 채널 입구에서의 throttling restriction과 같은 안정적 

인자들의 부재 속에서 불안정한 수력적 역들을 가져올 수 있다. [1] 차례로, 이러한 역

들은 dryout이 발생할 그런 낮은 레벨로 유속에 있어 큰 자발적인 강하(flow excursion, 유

동 이탈)로 이끌 수 있다. 유동 불안정의 시작(onset of flow instability, OFI)를 결정하는 

기준을 얻기 위해, Whittle and Forgan[2]은 저압에서 좁은 가열 채널에서, 유동 속도 대 압

력 강하를 측정하 다. 그들의 결과는, 주어진 열유속에 대하여, 이탈하는 불안정이 발생하

는 병렬 채널에서 유동 속도는 stable burnout이 발생했던 유동 속도보다 더 컸다는 것을 

제안했다. Maulbetsch and Griffith[3]는 tubes에 대해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했다. 그

들은, 주어진 유속에서, stable burnout 열유속은 병렬 채널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유동 이탈

의 열유속보다 약 50% 더 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연구용 원자로의 조건에서(저

압, 병렬의 좁은(미세) 채널), 유동 불안정이 더욱 제한적인 현상이며, 정확히 분석되어야만 

한다.

 

 열수력적 시스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동 불안정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Boure at el.[18] 

은 이러한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분류를 수행하 다.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모든 형태를 정

적 그리고 동적으로 나누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것과 복합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근본적인(또는 순수한) 불안정성의 발생은 명확한 물리적 메카니즘과 관련되는 반면, 복합적

인 것은 몇몇 메카니즘의 상호작용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분리되어 연구될 수 없다. 정적 불

안정성의 원인은 정상 상태 법칙에 놓인다. 반대로, 동적 불안정성에 대하여, 관성과 다른 

피드백 효과는 이러한 과정의 본질적 부분이다.

표 2.1 은 기초적인 불안정성의 리스트를 그들의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

시한다. 모든 정적 형태는 정상상태 열수력 특성에 대한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지역을 소유한

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동적 형태는 같은 형태를 가진다. 그들 둘다는 음파와 대류파에 의

하여 시스템을 통해 전달 되는 교란의 전파와 관련된다. 음파는 약한 압력 교란의 전파에 

해당하며, 대류파는 혼합 도 교란과 엔탈피 교란을 전송하는 것에 해당한다. 음파와 대류

파의 전송 속도의 큰 차이는 적당한 조건에서 두 형태가 생산할 수 있는 진동의 각 주파수

에 큰 차이로 이끈다. 음파에 의해 야기된 주파수는 대류파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

래서 압력과 도파사이에 구분은 쉽게 탐지된다. 

 강제 순환과 함께 가열 채널에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형태의 불안정성은 flow 

excursion, density wave oscillations 과 boiling crisis이다. 다른 형태들은 전형적인 연구용 

원자로 조건에 있지 않다. 도 파 진동은 입구 미포화도가 근사적으로 8 oC 만큼 작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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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값은 Ishii[19]에 의해 개발된 안정성 경계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얻

어진다. Ishii's 다이어그램은 실험적 데이터들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낮은 미포화

도를 갖는 상황은 단지 수조 온도가 포화 온도에 가깝다면, 왜냐하면 냉각수는 수조로부터 

노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좀처럼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 파 진동은 큰 관심사가 아니다.

 Ledinegg[20]에 의해 처음 설명되는 scattered instability의 메카니즘은 여러 문헌에 나타난

다. 이런 형태의 불안정성은 조사되어야하는 가열 채널의 수요 특성과 채널이 설치된 루프

(외부 시스템)의 공급 곡선사이에 상호 작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3 수요 및 공급 곡선 [1]

압력강하를 가열 채널에 대한 유속(수요 곡선) 과 관련 시키는 이 곡선

은 세 가지 역으로 구성된다. 양의 기울기를 가진 2개와 음의 기울기를 가

진 1개이다. 양의 기울기의 지역은 근사적으로 단상유동에 대응한다. 하나는 

모두 액체 이며, 다른 하나는 모두 기체이다. 음의 기울기의 지역에서, 미포

화 또는 순수 비등이 발생할 것이다. 수요 곡선은 종종 그것의 형태에 대해 

S-curve로서 불린다. 

공급곡선은 루프와 채널 둘다를 통한 유속의 함수로서, 가열채널에 대

한 루프에 의해 공급되는 채널을 가로지르는 압력 강하를 나타낸다. 공급과 

수요 곡선들의 교차는 운전 지점을 정의한다. 그림 2.3에 A,B,C에 의해 표시

된 점들은 운전점이다.

교차점에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해석학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

다 더 크면, 그 지역은 안정적이다. A와 C는 안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채

널 내로 어떤 유동 교란도 유동을 초기상태로 환원하는 외부 시스템의 그런 

반응을 가져온다. 반대의 경우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곡선의 것보다 

더 작을 때, 유동에 있어 어떤 감소는 외부 루프가 요구되는 압력강하를 공

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감소한다. 이러한 발산하는 과정(flow excurs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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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정상태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하는 두 점은 다음과 같다. 1) 많은 병렬 채널들

로 구성되는 시스템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거의 0에 가까우며, 유동 불안

정성에 더욱 민감하다. 이것은 채널들 중 하나의 내부에 어떤 유동 교란은 

다른 채널사이에 재 분배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외부 루

프는 단일 채널에서 나타나는 유동 교란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단

일 채널 유속에 독립적인 압력강하를 공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채

널은 수요 곡선의 제로 기울기의 점에서 불안정한 거동을 나타낼 것이다. 2) 

flow excursion의 발생은 양 특성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지배된다. 예를 들어, 

외부 시스템이 날카로운 충분한 특성을 갖는다면, 발산하는 불안정성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B점은 날카로운 공급 곡선에 대하여 안정적이다. 반

면 제로 기울기 공급 곡선에 대해 불안정하다.

표. 2.1 유동 불안정성의 분류 [1]

Instability Type Physical Cause Responsible for Occurrence

Static

Flow Excursion 
(Ledinegg)

Pressure drop versus flow rate curve has region 
with negative slope corresponding to subcooled 

and/or net boiling regimes

Flow Pattern 
Transition

Pressure drop versus vapor volume fraction 
curve has region with negative slope 

corresponding to transition from slug to annular 
flow pattern

Boiling Crisis 
(Burnout, CHF)

Heat flux versus wall temperature curve has 
region with negative slope corresponding to 

transition from nucleate to film boiling regime

Dynamic

Pressure wave 
oscillations

System can sustain high frequency oscillations 
caused by pressure waves propagating with 

acoustic speeds

Density wave 
oscillations

System can sustain high frequency oscillations 
caused by pressure waves propagating with 

acoustic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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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임계 열유속의 정의 [7]

임의의 가열면(Heated Surface)에 액체가 접해 있으면서 비등(Boiling)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달되는 열(Heat)의 대부분이 액체의 기화열(Latent Heat of Vaporization)로 효과적으로 

흡수되므로, 가열면과 액체간의 온도 차이가 작더라도 열전달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러한 효율적인 비등 열전달 역에는 경계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임계 열유속(Critical 

Heat Flux; CHF) 조건이다.  CHF 현상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Collier & 

Thome 1994]. 

“가열면의 열유속(Heat Flux) 또는 표면 온도(Surface Temperature)가 증가하거나 유량, 압

력, 유체 온도 등 유동 조건이 변화할 때 가열면 부근의 유체 상태가 액상(Liquid Phase)에

서 기상(Vapor Phase)으로 바뀌면서 가열면과 유체 사이의 비등 열전달계수(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

원자로의 핵연료봉과 같이 가열면의 열유속이 조절되는 시스템(Surface-Heat- 

Flux-Controlled System)에서는 CHF 현상이 표면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열면 온도가 용융점에 도달하기도 한다.  한편 일반적인 열교환기에서와 같이 

가열면 온도가 조절되는 시스템(Surface-Temperature- Controlled System)에서는 열유속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Newton의 냉각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q = h (Tw - Tf) = hΔT  (2.1)

여기서 q는 가열면과 유체간의 열유속이고, h는 열전달계수, Tw는 가열면(벽면) 온도, Tf는 

유체 온도이며, 임계 열유속 조건에서는 h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열유속(q)이 정해진 상태

에서는 열전달계수(h)의 감소가 가열면 온도(Tw)의 상승을 유발하고(유체 온도 Tf의 변화는 

거의 없음), Tw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h의 감소가 q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이다.

임계 열유속 상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로는 CHF 조건(또는 현상) 이외에도 번

아웃(Burnout; BO), 드라이아웃(Dryout; DO), 비등 위기(Boiling Crisis; BC), 비등 천이

(Boiling Transition; BT) 등이 흔히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CHF 조건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다.  핵비등 이탈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DNB), 액체막 건조(Liquid Film Dryout; LFD), 환상막 

건조(Annular Film Dryout; AFD) 등은 다음 절들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특정한 

CHF 발생 메커니즘을 지칭하고 있으며, ‘드라이아웃’도 ‘액체막 건조’를 대신하는 좁은 의미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CHF 조건에서의 표면 열유속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CHF, 드라이아웃 열유속(Dryout Heat 

Flux; DHF), 최대 열유속(Maximum Heat Flux; MHX), 번아웃 열유속(Burnout Heat Flux) 

등이 있으며, 수조 비등(Pool Boiling)에 있어서는 첨두 수조 비등 열유속(Peak Pool Boiling 

Heat Flux)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CHF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엄

한 의미에서 CHF는 열유속만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임계 열유속 조건 또는 현상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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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데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 비원형 구조에서 임계열유속

연구로 핵연료는 일반적으로 비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각관(Rectangular 

Channel), 환상관(Annulus), 봉 다발(Rod Bundle)로 구분 될 수 있다.  

사각관

사각관(Rectangular Channel)에서의 CHF 현상은 주로 연구용 원자로(Research 

Reactor) 또는 재료 시험용 원자로(Material Test Reactor) 설계와 관련하여 널리 연구

되었다[Sudo 1993; Oh & Englert 1993].  대부분의 실험에서 시스템 압력, 질량 유속, 

국부 건도(또는 입구 미포화도) 등이 수직 사각관에서의 CHF에 미치는 향은 원형관

에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계 열유속은 입구 미포화도가 증

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가열 등가직경(Heated Equivalent Diameter)의 증가가 CHF에 미치는 향은 

일정한 입구 미포화도 관점에서는 CHF를 증가시키고, 일정한 국부 건도 관점에서는 

CHF를 감소시킨다.  

사각관의 단면 형태 및 가열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단면의 모양이 

정사각형 또는 이에 가까운 직사각형 형태로서 모든 면으로부터 가열(균일 또는 불균

일 열유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는 임계 열유속의 거동이 균일 또는 불균일 가열

되는 원형관에서와 큰 차이가 없다.  핵융합로 다이버터 냉각관에 4각 유로가 채택된

다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연구용 또는 시험용 원자로에서의 4각 유로는 단면

의 모양이 크게 달라져서, 좁은 직사각형(긴 변의 길이 또는 너비 w, 짧은 변의 길이 

또는 틈 s) 유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좁은 직사각형 유로에서는 양 쪽의 넓은 면으

로부터만 가열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넓은 면에서만 가열된다.  

이 때는 가열되지 않는 면 쪽으로 흐르는 유체는 냉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므

로,  가열 등가직경의 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Katto(1981), Sudo(1993) 등

의 예측 모델에서도 가열 등가직경이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한편 짧은 변의 

길이(s)가 아주 작은 경우(예: s < 1 mm)에는 모세관 현상 등이 개입되는 등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환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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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연구용 핵연료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tubular 핵연료 형태의 하나의 채

널은 양쪽면이 가열되는 환상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환상관(Annulus 또는 

Annular Channel)에서의 CHF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널리 수행되었다.  첫째, 

환상 유로는 기본적으로 1-봉 다발(One-Rod Bundle)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봉 다발에서의 CHF 현상을 원형관보다 잘 나타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

에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험은 안쪽의 봉만 가열하고, 이를 둘러싸는 바깥쪽 관

은 가열하지 않는 상태로 수행되었으며, 환상관의 양쪽면을 모두 가열하는 실험 데이

터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둘째, 환상 유로의 바깥쪽 관을 튜명한 파이렉스 유리 등

으로 제작할 경우 CHF 전후의 현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임

계 열유속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환상관에서 주요 변수들이 CHF에 미치는 향은 전반적으로 원형관에서와 유사하

다.  그러나 원형관에서는 단면 크기의 향이 직경(D) 하나만으로 표현되는데 비해, 

환상관에서는 안쪽 지름(Di) 및 바깥쪽 지름(Do)이 모두 향을 미치며, 수력학적 등

가직경(De)과 가열 등가직경(Dhe)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여 거동이 잘 모의되

지 않는다.  이 점은 안쪽 면만 가열되는 환상관에서의 CHF 데이타를 수력학적 등

가직경 또는 가열 등가직경과 유사한 내경을 갖고 다른 운전 조건도 유사한 경우의 

원형관 데이터와 비교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안쪽면만 가열되는 환상관에서의 CHF

는 동일 입구 조건 관점에서는 원형관에서의 CHF보다 높으나, 동일 국부 조건 관점

에서는 원형관에서의 CHF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바깥쪽 면만 가열되는 환상관에 대한 실험 데이타는 매우 적다.  Katto (1979)는 

원형관에 대한 자신의 CHF 상관식[Katto 1978]에서 (Lh/D)만을 (Lh/Dhe)로 바꾸면 

데이타가 잘 예측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 점이 확실하게 규명된 단계는 아

니다.

양쪽 면이 가열되는 원형관에서의 CHF에 대한 연구도 몇 가지 수행되었으며, 

그 한 예가 예시되어 있다[Katto 1979].  α는 전체 가열률에 대한 바깥쪽 면의 

가열률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α =
Qo
Qi+Qo

=
Doqo

Diqi+Doqo
=

1
(Di/Do)(qi/qo)+1 (2.2)

또는 qo = ( α
1-α ) (

Di
Do )qi (2.3)

α가 약 0.7일 때 임계 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 때는 안쪽면과 바깥쪽 면에서 

동시에 CHF가 발생한다.  그 왼쪽 역에서는 안쪽 면(Rod)에서 CHF가 먼저 발생하

고, 오른쪽 역에서는 바깥쪽 면(Shroud Tube)에서 CHF가 먼저 발생한다.  환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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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서는 안쪽 가열봉과 바깥쪽 관 사이의 간격(즉 Annular Gap)을 일정하게 유

지시키기 위해 지지 장치(Spacer)가 설치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CHF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안쪽 가열봉이 바

깥쪽 관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즉 Eccentric Annulus), CHF의 감소가 유

발된다.  그 향은 평균 간격에 대한 최소 간격의 비(Minimum-to-Average Gap 

Ratio)나 가열봉 직경에 대한 평균 간격의 비(Average Gap to Rod Diameter 

Ratio)가 작아질수록 커지는데, 두 값이 모두 0.25보다 큰 경우에는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arnett 1966].

- 임계 열유속 현상

다음 그림들은 사각 채널에 대한 대표적인 임계 열유속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2.4 (a)과 (b)를 보면 일반적으로 연구로와 같은 좁은 채널폭을 지닌 유로에서 큰 

기포(작은 기포들의 응집에 의한)의 발생이 임계열유속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

할 있으며, 이러한 큰 기포들은 첫 비등의 시작으로부터 인지 될 수 있으며, 기본 

적으로 작은 기포들이 응집되기 전 단계인 비등 거동은 그림 2.5로부터 확인 될 

수 있다. 이것은 왜 연구로에서 ONB가 중요하며, 큰 기포의 생성으로 인한 유동 

불안정성이 결국 임계열유속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다. 그림 2.6은 그

러한 큰 기포 아래에 가열 표면과 접하는 부분에서 얇은 액체 미세층이 임계열유

속 순간에 완전히 메말라 더 이상 액체의 접촉이 되지 않는 경우에 burnout으로 

가는 일련의 메카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 23 -

    

1500 kg/m2s,  6.4MW/m2

(CHF)

(a) Water 사각 채널 (heater front view)

(vapor film : dot lines)
7 bar, 1000 kg/m2s,  875 kW/m2 (CHF)  (3 photos), after power-off(6 photos) 

(b)R-134a 사각 채널 (lateral view)

그림 2.4  유동불안정성과 접한 임계열유속 현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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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r, 1000 kg/m
2
s,  82 kW/m

2
 (9.4% CHF)

그림 2.5 ONB 현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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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임계열유속에서 가열표면위 물리적 현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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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1 절 새연구로 핵연료 열수력 설계 기본 요건

연구로 핵연료 열수력 설계의 기본 요건은 “연구로 안전성을 위해 핵연료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운전 상태에서 다음의 열수력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여유도 확보” 이다. 이를 

위한 열수력 설계 기준 변수는 다음과 같다.

열수력 설계 기준 변수

(1) 핵비등여유도(ONB, Onset of Nucleate Boiling)

(2) 임계열유속비(CHFR, Critical Heat Flux Ratio)

(3) 유동불안정 여유도(OFI, Onset of Flow Instability)

(4) 핵연료 표면 및 중심 온도

(5) 피복재 부식 온도

(6) 임계 속도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새연구로 핵연료의 후보들인 판형, 튜브형, 봉형을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 

ONB와 핵연료, 피복재 온도 기준으로, 판형의 여유도 제일 큼. 

판형 > 튜브형 > 봉형

판형은 유동기인진동(Flow-Induced Vibration) 문제가 심각.

구조적 관점에서 튜브형 우수함.

하나로 기술을 바탕으로 봉형은 경험이 풍부함.

3.1.1 새연구로 설계 변수 및 운전 조건

 연구로 설계 조건을 기존의 하나로의 운전 조건을 볼 때 표 3.1과 같이 고려 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조건은 임계열유속 및 다른 설계 변수에 대한 성능을 예측할 때 고려되는 실험

데이타의 선정과 상관식의 선정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표 3.2는 기존 대표적 상용 경수로와 

새로 개발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운전 조건이다. 이를 통해 연구로의 운전 조건은 

기존 상용로보다 훨씬 낮은 열출력의 저압 고유속, 높은 입구 유체 미포화도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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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로 운전 조건

  하나로(Hanaro) 새연구로

노형 (Reactor Type)
개방 수조형 

(Open-Tank-in-Pool ) 
Pool-type 

열출력 

(Thermal Power)
30 MW  저출력

노심냉각 

(Core Cooling)

상향 강제 순환식
 (Upward Forced Convection 

Flow )
 상향 강제 유동

압력 4 bar (입구) – 2 bar (출구)  저압

냉각수 온도 35 
o
C (입구) – 45 

o
C (출구)  저온도 (고미포화도)

노심 유속 7.3 m/s – 10 m/s  고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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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구로 운전 조건

SMART 연구로 PWR (Kori-3)

노심 열출력, MWth

노심 입구 유량, kg/s 

노심 온도 상승, oC

노심 압력, bar

65

350

35

147

2775

13746

37

155

연료 집합체 개수

연료 개수

노심 유효 높이, m

평균 선출력, W/cm

295

15843

0.8

51

157

41448

3.65

178

노심 입구 온도 , 
o
C

평균 열속, W/cm
2 

노심 평균 유속, kg/m
2
/s

275

24

1120

291

60

3300

노심 압력 강하, bar 0.15 1.5

3.1.2 새연구로 핵연료 열수력 설계 변수 평가

열적여유도 평가 대상 변수와 설계기준의 예는 표 3.3에서와 같다. 그림 2.1에서 보여진 바

와 같이 정상상태 여유도와 예상과도상태 여유도를 선정하여 안전한계에 대한 실질적인 여

유도를 확보하며, 주요 설계 변수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이러한 여유도를 정량화 하게 된다.

표 3.3 열적여유도 평가 대상 및 기준 (수치- 예)

변수 정상상태 여유도 예상과도상태 여유도 안전한계

ONB 20 
o
C

MOFI 2.5

MDNBR 2.5 1.3

핵연료중심온도 200 
o
C 220 

o
C 600 

o
C

3.1.3 새연구로 핵연료 후보와 임계열유속 요건

 새연구로에 대한 핵연료 후보의 임계열유속 요건은 기존의 안전해석코드들을 이용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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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될 수 있다. 또한 사고 경과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모사할 수도 있다. 주로 사용되는 코드

들은 노심 냉각에 대하여 MARS(RELAP5, COBRA), MATRA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들의 문제점은 앞 절에서 살펴본 운전 조건으로 볼 때 운전범위가 확연히 다른 

상관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온, 고압조건의 상업용원자로 안전성분석 및 노심해

석 코드이기에 저온, 저압조건 연구로 안전해석에 맞지 않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코드

들은 저압 저온 조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운전조건에서 실험하여 얻어진 상관된 열

전달, CHF 및 압력강하 상관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특히, 연구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기하학적 형상이 다른 판형에 대한 상관식은 이러한 코드들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최적 핵연료 선정을 위해서는 저압 저온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상관식을 토대로 하는 CHFR, OFI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며, 세 개의 거론되고 있는 각 형

에 대한 현재 판단 방법은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발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관식 중 가장 유사한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추가로 최적 채널 간극에 대한 정보가 임계열유속 상관식과 함께 요구되며, 운전범위와 기

하학적 형상에 따른 정보가 필요하다.

표 3.4 핵연료 형태 후보에 대한 임시 적용하는 임계열유속 상관식

핵연료 형태 후보 CHF 상관식 비고

봉형 MATRA CHF 상관식  유사조건

판형

- 봉형 상관식들중 가장 낮은 

임계열유속값

- COOLOD-N2 CHF 

상관식(JRR-3 상관식)

- Mirshak 상관식

 유사조건

튜브형(곡판형) 판형을 사용

 곡률 효과 향 필요

공학적 판단 필요

(Engineering Judgement )

3.2 절 새연구로 핵연료 후보들에 대한 임계열유속 상관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와 재료 시험로 조건에 적용되는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조사하 으며, 

열전달 한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ONB, 임계속도 및 유동 불안정성의 시작에 대한 자료도 

함께 조사하 다. 이러한 것에 앞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임계열유속 database에 대하

여 조사하 다. 원자로 설계 목적에 있어, 핵비등 이탈이 궁극적인 설계 제한 인자이기에 임

계열유속에 대한 수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다른 중성자, 경제성, 재료 제한 인

자들에 대항하여, 노심 냉각의 최적화는 표준 실험으로 유도된 핵비등 이탈 상관식의 판별

력있는 사용에 의해 최고로 잘 수행될 수 있다. 임계열유속 측정과 핵비등 이탈 상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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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열수력 설계 제한 인자의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과 연구로 및 재료 시험로에 적

용될 수 있는 몇몇 상관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저압 판형 연구로와 시험로에 적용될 수 있

는 핵비등 이탈 상관식의 문헌 조사는 저압에서 사각 채널 유동에 대한 핵비등 이탈 데이터

가 매우 부족하는 것을 밝혀냈다. 

3.2.1 CHF Database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임계열유속 예측 방법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CHF Database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균일 가열 원형관내 물에 대한 임계열유속을 

결정하기위한 실험이 수행되어왔다. 첫 번째 CHF data의 편찬은 웨스팅하우스에서 발표되

었다. 그리고 나서, 12개의 추가적 CHF database가 문헌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database는 

제일 작은 database가 최소한 1000개, 가장 큰 database는 30,000개의 data points을 포함하

고 있다. 표 3.5는 이러한 database들을 보여준다.

 

표 3.5 균일 가열 원형관에 물의 유동에 대한 CHF databases [17]

CHF Look-up Table

(1) Thomson and Macbeth CHF database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의 Thomson and Macbeth에 의해 1974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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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으며, 가장 자주 인용되는 CHF database이다. 

(2) AECL-UO CHF database

가장 큰 CHF database로서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와 University of Ottawa에 

Groeneveld에 의해 편찬되었다.

(3) ENEA CHF database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National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Rome, Italy 로부터 발표되었다. 이러한 database는 다양한 유동 구조와 미포화 유동조건에 

대한 CHF data를 포함한다. 

(4) AECL-IPPE CHF database

단일화된 CHF database와 look-up table을 구축하기 위해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AECL)과 Institute of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IPPE), Obninsk, Russia는 

그들의 CHF database를 통합하 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CHF database를 이루었다.

(5) 가장 최근의 CHF databases 

가장 최근의 작업은 KAIST 와 PU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이러한 두 기관 연구소나 회사가 

아닌 대학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며, 하드 카피나 CD-Rom 형태로 이용가능하다.

표 3.6 대학 임계열유속 CHF database

KAIST CHF Database (∼15,000) PU-BTPFL CHF Database (∼32,000)

유로형상 : 수직원형관(균일가열) 유로형상 : 수직원형관(균일가열)

D : 0.00312∼0.025 m D: 0.00025∼0.0447 m

L/D : 80∼1026 L/D : 1.7∼2484

P : 1.01∼200 bar P : 0.7∼218 bar

G : 4.3∼7499 kg/m
2
s G : 10∼134000 kg/m

2
s

X : -0.493∼1.0 X : -2.25∼1.0 (CHF : 0.05∼276 MW/m
2
)

연구로 핵연료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CHF database들을 활용하여 수력학적 혹은 열적 

등가 직경을 활용하여 예측 비교 할 수 있다. 

 

3.2.2 봉형(Rod type) CHF(DNB) 상관식

우리는 앞서 연구용 원자로의 운전 조건에 대해 살펴 본 봐 있다. 이러한 연구용 원자로의 

운전 조건은 저압-저온-고유속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저압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5개의 

원형관 핵비등 이탈 상관식들(Lowdermilk, Macbeth, Labuntsov, Thorgerson, and Katto)이 

조사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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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tto Correlation(1978,1979)
The following non-dimensional group are defined here and used in the 

correlations :

1 0.1
coqC
Gλ

= 3
v

l

C ρ
ρ

=

2 20.1
lC
G L
σρ

=
4

LC
D

=

qco=CHF for △hi=0, w/cm2

σ =surface tension, N/m
ρl = density of liquid, kg/m3

ρv = density of vapor, kg/m3

0.043
1 2

4

1c cc
c

=
C=0.25 for C2 > 5x10-4

C=0.34 for C2 < 5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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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Critical Heat Flux qco at △h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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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ies of Each Regime
L- and H- Regime

H- and N- Regime

H- and HP- Regime

Parameter Ranges
Steam Quality : negative-positive
L/D : 26-500
Pressure : 1-200 bar absolute

0.133 0.29
3 2

1
0.1 / 0.0031

L
D c c c
=

−

0.37
2

0.77L
D c
=

0.517 0.12
3 2

0.42 0.517
2 3

82
107 0.254

c cL
D c c

−−
=

−

5가지 원형관 상관식이 판형 핵연료 구조에 대해 적용 가능한가 ?

채널 구조와 독립적인 Labuntsov 상관식을 제외하고, 원형관 상관식들은 원형관 직경에 명

백하게 의존한다. 이러한 상관식들을 사각 채널에 적용할 때, burnout heat flux는 tube 직

경에 대하여 더 나은 방법의 부재시, 가열 등가 직경 (4 x flow area / heated perimeter)을 

대입함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Macbeth에 의해 시험되었다. 그는 138 

bar(2000 psia)의 고압, 고유속, 원형관 상관식을 사각 채널 DNB data와 비교하 으며, 18.5 

% root-mean-suqre error를 발견하 다. 저압에서 data를 이용한 비교 테스트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에 검토된 DNB 상관식 모두는 단일 가열 채널로부터의 data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원자

로 상황에서, 열유속은 채널의 길이를 따라 변화한다. 비균일 가열의 한가지 결과는 불안정

성이 피해진다면 균일 가열처럼 항상 채널 출구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압 data 

(38.6-138 bar)에 대해, 어떤 열유속 profile에 대해 burnout heat flux는 실험적 방법을 사용

함에 의해 동일한 조건 아래 균일 profile에 대한 것과 관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험적 값

들의 대응하는 집합이 저압에서는 이용되어지지 않는다. 더 나은 대안의 부재 시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균일 profile 상관식에 의해 예측되는 burnout heat flux가 비균일 profile을 가진 

채널에서 첨두 열유속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물 미포화도에 의존하는 상관식

에 대하여,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DNB가 채널 출구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이곳에서 물

의 미포화도는 가장 낮다.

Labuntsov와 Mirshak 상관식에서, burnout heat flux은 물의 미포화도에 의존한다. 사각 채

널에 대한 에너지 balance로부터, 물 미포화도는 채널 열유속, 채널 구조, 냉각재 속도, 냉각

재 특성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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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는, DNB가 단순한 채널 구조에대해 조차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burnout heat flux는 압력, 채널 구조, 냉각재 속도 및 냉각재 입출구 조건과 같은 다수의 

변수에 의존한다. 위의 상관식들이 개발된 실험 데이터는 DNB 종속 변수의 공간에서 분산

된 분포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양의 미포화도 역에서 몇몇 data들이 있고 반면에 양의 건

도 지역에 몇몇이 있다. 일부 data는 단지 하나의 시스템 압력과 하나의 입구 물 온도에 제

한된다. 지금 까지 판형 핵연료 채널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저압 범위와 양의 미포화도로부터 

양의 증기 건도까지 출구 조건을 커버할 수 있는 완전한 data 집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학적 판단(Engineering Judgement)과 주의가 위의 DNB 상관식들을 판형 핵

연료 채널에서 burnout heat flux를 추정하기위해 사용될 때에 요구된다. 특별히, 적용된 조

건들이 상관식의 정상적 적용 범위 밖에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 원형관 DNB 상관식들의 비교

다른 원형관 상관식을 이용하여 burnout heat flux 예측의 경향을 연구하기 위해, 이러한 상

관식들을 사용하여 출구 압력 1.66 bar, 입구 온도 48.8 
o
C, 채널 길이 61 cm 그리고 tube 

직경 0.508 cm부터 1.27 cm까지 burnout heat flux 대 입구 냉각재 속도가 계산된다. 원형

관들은 균일 가열된다. 계산의 결과는 그림 3.1-3.4에 나타난다.

이러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Macbeth 고유속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burnout 

heat flux는 tube 직경이 증가할 때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압에서 burnout heat flux에 대한 원형관 직경의 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좋지 않은 예측성능은 1.03 bar에서 Macbeth 고속 상관식이 유도된 그러한 data들이 의

심스럽기 때문이다. Lowdermik 상관식을 사용한 예측 역시 증가하는 튜브 직경과 함께 약

간 감소한다. 이러한 효과는 적용될 수 있는 입구 온도 24 
o
C로부터 48.8 

o
C까지의 큰 이탈

에 기인할 수 있다.

Katto 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burnout heat flux은 튜브 직경과 일치하여 증가한다. tube 직

경이 0.762 cm보다 작은 경우에, Katto 상관식에 의한 예측은 약 4%(저속)부터 50%(고속)

까지 Macbeth and Lowdermilk 상관식에 의한 예측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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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D=0.508 cm에서 봉형 임계열유속 상관식 비교 [9]

그림 3.2 D=0.762 cm에서 봉형 임계열유속 상관식 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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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D=1.016 cm에서 봉형 임계열유속 상관식 비교 [9]

그림 3.4 D=1.27 cm에서 봉형 임계열유속 상관식 비교 [9]

0.508 cm 튜브 직경에 대해, Labuntsov와 Thorgerson 상관식은 그림 3.1에서처럼 유체 속

도의 범위에대해 엄격히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산된 열유속이 burnout 위치에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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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온도가 국부 포화 온도보다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0.762와 1.016 cm 의 더 큰 튜브 직경과 4.6 m/s보다 큰 속도에 대해, Labuntsov와 

Thorgerson 상관식은 미포화 조건에서 burnout heat flux를 예측한다. 이러한 두 상관식을 

사용하는 결과는 아주 잘 일치한다. 그러나 벌크 유체 온도를 가까이 보면, burnout 위치에

서, 25 
o
C의 적용될 수 있는 낮은 한계보다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burnout heat 

flux가 적용 범위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튜브 직경 1.27 cm에 대하여, Thorgerson 상관식은 8.2 m/s보다 더 큰 유속에 대하여 20 
o
C 초과에서 미포화도를 예측한다. 이러한 속도 범위에 대하여 Katto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

산된 임계열유속은 Thorgerson과 Labuntsov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것들 사이에 중간

에 있다. 그림 3.4로부터 보여지는 비교로부터, Labuntsov 상관식은 연구로에서 관심있는 범

위에 대하여, 다른 원형관 상관식보다 훨씬 더 낮은 burnout heat flux를 생산한다.

이러한 Labuntsov 상관식과 사각 채널에 대한 Mirshak 상관식의 비교가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Mirshak 상관식은 다음 역의 판형 상관식에서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원형관 상관식의 적용성을 위해 미리 비교해본 것이다.

Mirshak(좁은 채널) 상관식과 Labuntsov 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burnout heat flux의 경향은 

판형 핵연료 채널 tw=0.2916 cm, P=1.961 bar, fa=1.58의 값에 대해 입구 유속 대 계산된 

burnout heat flux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그림 3.5에서 보여진다. 3 m/s와 5 

m/s사이에 냉각재 속도와 출구 미포화도가 양인 곳에서 Mirshark 상관식은 약 20%에서 

25%까지 Labuntsov 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것보다 낮다. 더 낮은 유속에서 그러한 차이는 

작아진다.

그림 3.5에서 보여지듯, 미포화도는 유속이 감소할 때 작아진다. 이러한 경우에, Labuntsov

와 Mirshak 상관식을 사용한 계산이 음의 미포화도가 Labuntsov 상관식에 대한 2.52 m/s 

유속 그리고 Mirshak 상관식에 대한 1.86 m/s의 냉각재 속도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인다.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상관식들은 냉각재 속도가 음의 미포화도에 대응하는 값보다 

작을 때 적용될 수 없다.

참고로 (6-1)과 (6-2)는 봉 다발에 대한상관식을 나태나며, (6-3) 하나로 연구로에 대한 임

계열유속 상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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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구로 조건에서 FI 및 다양한 CHF 상관식들의 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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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봉형 - Rod Cluster

The Bernath Correlation

( )c c w bq h T T= −

0.66.7 0.0065e
c

e i e

D Uh
D D D

 
= + + 

57 ln(14.5 ) 54
1.0345 122w
P UT P

P
 = − − + 

Where
qc = Critical Heat Flux, W/cm2
hc = Heat Transfer Coefficient, W/cm2-oC
Tw = Wall Temperature, oC
Tb = Bulk Coolant Temperature, oC
De = Hydraulic Diameter, cm
Di = Heated Diameter = Heated Perimeter/π, cm
U = Coolant Velocity, m/s
P = Pressure, bar absolute

Parameter Ranges
Velocity : 1.22 -16.5 m/s
Pressure : 1.59 -206.9 bar absolute
Hydraulic Diameter : 0.363-1.68

(6-2) 봉형 - Rod Cluster



The Lund Correlation qc =critical heat flux, w/cm2

Tc = Critical Wall Temperature, oC
To = Temperature at Outlet of Coolant Channel, 

oC
Tsat = Saturation Temperature, oC
fc =Friction Factor for channel between fuel rods
ρ=density, kg/m3

Cp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J/kgoC
Vg = Interrod Channel Velocity, m/s
U= Coolant Velocity, m/s
σsat =saturation surface tension, N/m
P=Pressure, bar absolute
μsat=Viscosity at saturation temperature, Pas
hfg=heat of vaporization, kJ/kg
Reg = Reynolds Number for the Interrod Channel
Dr=Rod Diameter, cm
S=Pitch to Diameter Ratio

50 ( )c c p g c oq f c v T Tρ= −

(1 6 )c sat cT T θ= +

/c c sat sat fgq P hθ σ μ=

0.370.55Rec gf −=

Re 2 ( 1) /g g r satV D sρ μ= −

2.2( 1)(1 0.98 )S
gV U e− −= −

Parameter Ranges
Coolant Velocity : 2.4 - 6.4 m/s
Pressure : 0.94 -13.7 bar absolute
Subcooling ; 40-80 oC
qc : 135.5-335.1 w/cm2

2 0.455 7.1 0.0015 1/3 0.61.82 10 Re (1 ) ( / ) (8/ ) ( / )c e f g e ht baq X D P Pρ ρ−= × −



151.(1 0.1198 )(1 0.00914 )(1 0.19 )c subq U T P= + + 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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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Mirshak 상관식 적용 범위

Parameter Ranges

Steam quality negative

Velocity 1.5-13.7 m/s

Subcooling (△Tsub) 5-75 
o
C

Pressure 1.72 -5.86 bar absolute

Equivalent Diameter 0.53-1.17 cm

qc 284-1022 w/cm
2

(2) 판형 - JRR-3 CHF 상관식

일본의 연구는 flow reversal로 접근하는 저유동 조건에서 임계열유속의 예측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형 채널에서 flow excursion은 급속한 그리고 심각한 냉각재 유동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CHF 메카니즘 측면에서, JRR-3 CHF 상관식은 저유동 조건에

서 판형 채널의 CHF를 예측하는 데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미국 MIT 연구로

는 이러한 상관식을 이용하여 CHF 여유도를 계산한다.)

* *( / )( / )DNB H i fgq A A h h G= ∆

* *0.6110.005DNBq G=

{ }1/ 2* 1/ 2/ ( / ) ( )DNB DNB fg l l g gq q h gσ γ γ γ γ= −

{ }1/ 2* 1/ 2/ ( / ) ( )l l g gG G gσ γ γ γ γ= −

{ }

1/ 21/ 2

*
21/ 4

0.7( / )

1 ( / )

l g
H

DNB
g l

A A W
q

γ γ
σ

γ γ

 −  
  

   =
+

Upward flow

Downward flow

표. 3.13 JRR-3 상관식 적용 범위

변수  JRR-3 experiments

Pressure (MPa) 0.1-0.6

Mass Flux (kg/m2s) 0-600

Inlet temperature (oC) 19-80

Channel Width (mm) 50.0

Channel Depth (mm) 2.25

Heat Flux (W/m
2
) 0-3.5x10

5

(3) 판형 - Gambill CHF 상관식

1400 kg/m2s 를 넘는 질량유속에 대해, Gambill 상관식이 대기압에 사각 채널에서 임계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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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고유속에서 CHF에 대한 Gambill 상관식은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비등 열전달을 나타내며, 두 번째는 대류(non-boiling)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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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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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K1 = Boiling term constant (K1=0.12)

K2 = Convective term constant (K2=0.018)

(4) 판형 - SULTAN 상관식 [21]

 - 이상관식은 원래 중대 사고 연구를 위한 원자로 외벽 용기 냉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은 사각 채널에서 이루어졌으며 시험관이 이루는 중력방향에 

대한 각도 효과와 채널 gap size(s)를 고려하 다. 실제로 다음에서 다룰 JHR 원자로 핵연

료를 위해 이러한 SULTAN 상관식과 이에 대한 더 많은 data 확보를 위한 추가 실험이 진

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43

2
20 ),,,(),,,()(),(),,( Θ⋅+Θ⋅+⋅+⋅+= xGPsAxGPsAxsAxGsAGPsAq sCHF

(3.11)

2
6

2
43

2
2100 ))(ln(///)ln( GPbPsbPsbGbPbGsbbA s ++++++=

)ln())(ln( 8
2

71 GsbGbA +=

sbA 92 =

)ln())(ln( 1211
2

103 GxbsPbGbA ++=

sbxbGbPbA 161514134 )ln( +++=

b0=0.65444, b1=-.12018, b2=-0.008388, b3=0.000179, b4=1.36899, b5=-0.077415, b6=0.024967, 

b7=-0.086511, b8=-4.49425, b9=9.28489, b10=-0.0066169, b11=11.62546, 

b12=0.855759,b13=-1.74177,b14=0.182895,b15=-1.8898, b16=2.2636

(qCHF : MW/m
2
, P : MPa, s : channel gap size (m), G :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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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에서 강조되는 문제들

임계 유동 속도 (Critical Flow Velocity)

임계 유동 속도에서, 판은 불안정하게 되며, 판의 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판의 

변형은 핵연료 판의 국부 과열을 이끌 수 있으며, 냉각재 흐름을 완전히 막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한 냉각재 속도는 Miller(1958)에 의해 주어진 임계 속도의 2/3로 제한하도록 일반

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1/25 3 3

4 2

15 10 ( )2 p m w
it

Et t t
V

 × −
=    (3.12)

핵비등 시작 (Onset of Nucleate Boiling)

 저압 저유속 조건아래 핵비등의 시작은 그 자체가 열전달 위기가 아닐지라도, “열전달 위

기로의 접근” 정도의 측정이라 말할 수 있다. IAEA는 ONB가 발생하는 표면 온도에 대한 

Bergles and Rohsenow 상관식을 권장한다. [8]

Bergles and Rohsenow 상관식(1964)

0.0234

2.165 9.23
p

qT T

 
  
  

= +  
 (3.13)

qc=critical heat flux, w/cm
2

유동 불안정성 (Flow Instability)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우리는 유동 불안정성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이미 기술한 바 있

다.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로 관련 자료에서는 유동 불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국부 열전달 특성에 향을 주며, 때 이른(premature) burnout을 유도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저압의 미포화 비등 시스템에 대하여, burnout으로 이끄는 유동 이탈이 

관찰 되었다. 불안정한 유동 조건 아래 발생하는 burnout 열유속은 안정된 유동 조건 아래 

동일한 채널에 대한 burnout 열유속 아래에서 발생한다. 실제적인 판형 연료 설계 목적의 

경우, 이러한 유동 불안정성의 시작으로 발생하는 임계열유속은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burnout 열유속 보다 더 제한적인 값이다.

Whittle and Forgan (196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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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is the fluid density, kg/m3

Cp is the heat capacity, J/kg oC
v = velocity, m/s
Tsat = the fluid saturation temperature, ~117 oC,
Tin = channel inlet temperature, oC,
W= fuel plate width, m
WH=heated width, m
tw=channel thickness (plate separation), m
LH=heated length
η=25 (experimental fit parameter)

Winkler(1976)

0.8
_ 29.35 (1.2815 1.104 )c avg inq T v= − + −  (3.15)

표. 3.14 Winkler 상관식 적용 범위

V 0.5~6 m/s
Tin 10~65 

o
C

Exit pressure 1.2~1.5 bar

그림 3.6 유동 불안정성으로 인한 CHF와 Vapor back flow의 예 [12]

* Burnout 상관식과 유동 불안정성 상관식의 비교

 유동 불안정성의 시작에서 제한 열유속이 그림 3.5에서 보이는 것처럼 판형 핵연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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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Forgan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2m/s 보다 작은 속도에서, Forgan 상관식에 의

해 예측되는 제한 열유속은 일반적으로 Labuntsov와 Mirshak DNB 상관식을 사용하여 예

측되는 burnout heat flux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3m/s보다 더 큰 유속에 대해, Mirshak 상관식에 의해 예측되는 burnout heat flux

는 Forgan flow excursion 상관식에 의해 예측되는 제한 열유속 보다 더 낮다. 시작 열유속

은 채널 구조, 출구압력, 입구 온도 및 냉각재 속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일반적 

결론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곡선들의 교차 지점은 이러한 변수들에 의존할 것이다. 예

로서, 압력 1.2 bar, 입구온도 55 
o
C에 대하여, 곡선은 냉각재 속도 4.75 m/s에서 교차할 것

이다. 

 Mirshak 상관식과 Whittle and Forgan 실험 data사이의 비교를 다음 그림 3.7과 3.8이 나

타낸다. 압력 강하대 유량 곡선은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유량을 감소

함에 의해 얻어진다. 유량은 하나의 hot-spot이 탐지될 때 또는 시험관 출구에서 순수 비등

에 대응하는 점 아래로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열유속에 대해, 주어

진 열유속에 대해, 이러한 유량 범위에서 burnout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Mirshak 상관

식을 사용하여, burnout은 250 W/cm
2
에서 유량 5.5 gal/min (4.2 m/s)에서 예측되며, 그림 

3.8에서, burnout은 276 W/cm2에서 유량 4.1 gal/min (5.0 m/s)에서 예측된다. 이러한 모순

된 결과는 다음의 결론을 준다.

한쪽 면 가열의 Mirshak burnout 상관식을 양쪽면 가열 채널로 외삽하는 것은 의심스럽

다.

Mirshak data는 불안정한 유동 조건에 의해 향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Forgan flow excursion 상관식에 의해 예측되는 임계 열유속은 안정된 상태의

(stable) burnout에 대한 것들 보다 더 제한적이며, Mirshak 상관식에 의해 예측되는 임계열

유속은 매우 보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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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Geometry A에서 Forgan data와 Mirshak 상관식의 비교 [9]

그림 3.8 Geometry B에서 Forgan data와 Mirshak 상관식의 비교 [9]

3.2.4 튜브형 (Curved plate, 곡판형)

 차세대 PWR과 BWR은 원자로 수명과 핵연료 연소도 증진과 함께 원자로 안전에 대한 상

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로에서는 고출력 도를 사용하기위해, 일반적

으로 판형 핵연료 요소가 채택된다. 봉 형태보다 더 큰 연료 표면/부피 비율을 갖는 판형과 

튜브형 핵연료가 선호된다. 판 형태는 튜브 형보다 유동 기인 진동에 의한 굽힘 변형에 구

조적으로 취약하다. 튜브 형은 높은 냉각재 유속을 이용하는 고출력 도를 수용하도록 설

계된다. 그러한 핵연료 판의 굽혀진 모양은 고 유속을 허용하여 고출력 도를 가능하게 한

다. 튜브형은 판형과 봉형사이에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열수력 측면에서 

그러나, 평균 표면 열유속은 증가하는 튜브 수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연료와 재료가 아마도 사용되어야만 재료 연구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Jules Horowitz Reactor (JHR)는 그러한 새로운 시험로이

다. 이 JHR 집합체는 3개의 심으로 고정되는 3x6 실린더형 핵연료 판으로 되어 있다. 집합

체의 외부 직경은 8 cm이며, 600 mm 가열길이를 가지며, 1.8 mm의 간극으로 냉각재 채널

을 구성한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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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JHR 핵연료 구조 [11]

튜브형의 열전달 한계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튜브형이 판형을 구부린 형태의 곡판형 특성을 지닌 것으로 단순히 가정하여, 

판형 열전달 한계 자료에 대해 일반적인 가열 표면에 대한 곡률 효과 정보를 더하여 예측해 

보는 방법이 임시적으로 거론 되고 있다.

판형 자료 적용 가능성 평가 위한 “동심 환형에서 난류 열전달에 대한 횡방향 볼록면의 

향“ 조사

 판형의 자료를 곡판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곡률이 갖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큰지 확인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일반적인 곡률 효과의 향에 대한 자료를 기술한다. 임

계열유속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ONB자료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핵비등의 시작은 실제 증발 과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현상은 온도, 유속 및 

압력 같은 표면 조건에 크게 의존하며, 기포가 생기는 표면의 미시적인 성질에도 의존할 것

이다. 표면 곡률의 향은 ONB 열유속이 같은 직경 비, Re 수, 미포화도에서 급속히 증가

하게 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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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동심원 효과 조사 실험 장치 개략도 [13]

표 3.15 동심원 실험관 종류 [13]

Test Section Case1 Case2 Case3

Inner Tube Diameter (mm) 25.4 13.1 6.35

Outer Tube Diameter 
(mm)

50.8 26.2 12.7

Heating Length (cm) 174 98 57

 이러한 결과는 ONB에서 열유속의 변화가 레이놀드 수와 미포화도가 같은 시험조건의 경

우에 증가할 때 선형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작은 내경의 튜브에

서 ONB 열유속의 최대 증가는 가장 큰 시험관의 것보다 7배 더 높다. 이것은 튜브 곡률이 

클 수 록 ONB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1 가열관 직경에 따른 ONB 열유속 변화 [13]

튜브형에 적당한 CHF 상관식이 없으며, 튜브형을 위한 최적 설계 인자에 대한 정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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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만, 최근에 JHR연구팀이 SULTAN facility를 변형하여 임계열유속 Data를 획득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래 연구로 적용을 위해 튜브형에 대한 

임계열유속 연구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3.2.5 기타(핀달린 판형, 나선핀 봉형, Annular Fuel)

 일반적으로 열전달을 증진시키는 기술이 핵연료의 외형과 세부 모양(특히, 표면부분)을 결

정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핀은 가장 선호되는 열전달 증진 기술이다. 그림 3.12에서는 다양

한 응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핵융합로의 blankets과 divertors와 같은 상당한 

고열유속 조건(5-20 MW/m
2
)에 적용하기 Hyper-vaportron이라 불리는 핀형태를 사용한 예

이며, 두 번째는 점점 열용량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부품에 적용하기 위한 미세 핀의 사용 

예이다. 세번째는 복수기의 열전도관이나 보일러 전열관과 같은데 사용하고 있는 rip 형상의 

핀에 대한 예이며, 최근 경수로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형 핵연료에 대한 예

이다. 이 마지막 환형 핵연료의 경우 그 개념은 이미 의도되는 곡판형 핵연료의 단일 곡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열전달 증진을 위한 핵연료 형상의 다양한 변화 [14, 15, 16]

(Microfin technique, Roughened surface, Annul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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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MIT 연구로 판형 핵연료와 열전달 핀구조 [10]

그림 3.13은 MIT 연구로 핵연료의 구조이며, 판형 핵연료에 0.254 mm의 마이크로 핀을 설

치하여 열전달을 2배 증진시킨 실례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출 선도형 핵연료는 외형적인 면

에서의 선정 또한 고려의 대상이지만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 최적 형상의 핀을 가공하여 더 

나은 열전달 한계 여유도를 확보하는 전략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3.14는 연구용 원자로 설계 과정에 대한 본 연구 결과의 활용 전략을 개

념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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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연구용 원자로 설계 개념 및 ‘열수력 한계’ 상관식 적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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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와 재료 시험로의 저온-저압-고유속 조건에 적용

되는 임계열유속 상관식(Stable Burnout Heat Flux Correlation)을 조사하

으며, “열전달 한계 또는 열수력 한계 또는 안전 여유도”를 결정하는데 중요

한 핵비등 시작(Onset of Nucleate Boiling, ONB), 임계속도(Critical 

Veloctiy) 및 유동 불안정성의 시작(Onset of Flow Instability - Premature 

CHF)에 대한 유용한 상관식들도 조사하 다. 이러한 것에 앞서 현존하는 임

계열유속 database 현황이 조사되었다. 원자로 설계 목적에 있어, 핵비등 이

탈(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DNB)이 궁극적인 설계 제한 인자이기

에 임계열유속에 대한 수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중성

자, 경제성, 재료 제한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노심 냉각능력의 최적

화는 표준 실험으로 얻어진 핵비등 이탈 상관식(DNB correlation or burnout 

correlation)의 공학적 판단이 더해진, 합리적인 사용에 의해 최고로 잘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압 판형 연구로와 시험로에 적용될 수 있는 

핵비등 이탈 상관식과 자료들을 확보하 다. 본 연구의 임계열유속 또는 핵

비등 이탈 상관식의 갖는 중요성은 열수력 설계 제한 인자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로 및 재료 시험로의 안전 여유도를 예측 및 평

가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상관식들의 결과를 핵연료 형상 후

보들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실험 과정을 줄이

고 보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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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새로운 수출 전략형 연구로에서 핵연료 후보들은 봉형, 판형 및 튜브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각각의 핵연료 후보들은 그 형상에 따라서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새 핵연료

의 선정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수출 측면에서 고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곡판 형의 튜브형 핵연료를 사용하려 한다. 그러나, 형태의 특이성으로 인해 이러한 핵연료

에 대해 여러 면에서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특히, 핵연료 설계 요건 중 

원자로는 설계 기준 사고 상태에서도 핵연료 손상이 허용 한도 내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강제 순환 비등은 가정된 사고 상황 동안에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 집합체에

서 발생할 수 있다. 

ONB, FI, CHF는 원자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열수력 한계점을 

의미한다. 즉, ONB의 발생이 FI로 FI의 발생이 CHF로 CHF의 발생은 핵연

료의 물리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CHF는 설계자나 운 자가 지켜야 하며, 인

허가자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Margino-line)이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저압 판형 연구로와 시험로에 적용될 수 있는 

핵비등 이탈 상관식들과 관련 자료는 새로운 수출 전략형 연구로의 핵연료 

후보로 거론되는 여러 형태의 봉형, 판형, 곡판형 연구용 핵연료의 설계시와 

인허가 시 안전 여유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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