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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ATLAS 계측 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ATLAS 계측 시스템의 개선 및 검증을 통

하여 ATLAS의 실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신뢰성이 검증된 ATLAS의 데이터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요

건 확보 및 건설에 적용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확

보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

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의 최적화를 통

하여 발전소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발전

소의 효율적 운전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ATLAS 계측 시스템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독립

평가하 고, 평가를 바탕으로 계측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안

하 다. 이를 위하여 ATLAS 계측 시스템 설계 및 기술적 배

경, ATLAS 계측 시스템의 검증 데이터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

하여 ATLAS 계측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

여 개선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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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ATLAS 계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 고, 

개선이 필요한 일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과제에서 검토된 내용은 독립적 판단 내용으로, 이 후 

ATLAS 열수력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의 분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제안된 개선 사항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

고 특정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개선 사항의 조건을 

사전에 고려하여 개선 사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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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Evaluation and proposal of improvement for the measurement system 

in ATLA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he increase of reliability of ATLAS by 

improvement and verification of measurement system in ATLAS. The 

data of ATLAS which was verified can be applied to guarantee of 

safety and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The increasemen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lead positive public pinion. And we can 

reduce the risk of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and increase the 

profit of economics from optimization of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project independently evaluated the validiti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system in ATLAS, then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 

measurement system from evaluated results. For this objectives, we 

evaluated the design, technical backgrounds, verifying data of 

measurement system in ATLAS. From this evaluation, we proposed 

plans for improvement on parts which need improvement.

Ⅳ. Result of Project

  This project independently evaluated the measurement system in 

ATLAS and proposed plans for improvement on some parts which 

nee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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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report is details which were independently verified. This can be 

applied to analysis of data from experiments on ATLAS. Because the 

proposed plans are acceptable on special situation, conditions for the 

plans have to be considered when they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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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ATLAS 실험장치에는 그림 1~22[1]와 같이 약 1000여개의 계측기가 설치

되었다. 계측기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름이 명명되었다.[1]

P T D C A 0 1 A C

G1 G2 G3 G4 G5 G6

G1 : From Nomenclatures for Instrumentation (표 1)

G2 : From Component/Sub-component Numbering (표 2)

G3 : Instrumentation Group Identification Number if Necessary

G4 : Instrumentation Identification Number

G5 : Sub-identification Number if Necessary

G6 : Tagging for Instrumentation of Control/Display(-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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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omenclatures for Instrumentation and Device Types(G1)

분야 Type Description G1 비고

계측

압력 System Pressure PT

차압
Pressure Difference DP

Level LT

유량
Volumetric Flow Rate QV

Mass Flow Rate QM

온도

Fluid Temperature TF

Heater Rod Temperature TH

Wall/Structure Temperature TW

기포계수
Single Beam Void Fraction VF1

3-Beam Void Fraction VF3

펌프출력

Pump Power PP

Pump Voltage PV

Pump Current PI

히터출력

Heater Power HP

Heater Voltage HV

Heater Current HI

전기절연 Electrical Insulation Resistance RI

열속 Heat Flux HF

회전수 Rotation Speed RS

토크 Torque TO

Load Cell Fluid Weight by Load Cell LC

Break Flow Spool Piece for Break Flow Measurement SP

제어

압력제어밸브 Pressure Control Valve PCV

수위제어밸브 Level Control Valve LCV

유량제어밸브 Flow Control Valve FCV

안전밸브
for Control Type PSV

for Passive Type SV

On/Off 밸브 격리밸브 OV

3방 밸브 3-Way Valve CV3

계통

일방밸브 Check Valve CV

수동밸브 Manual Valve MV

오리피스 Orifice OR

진공방지기 Vacuum Breaker VB

필터 Filter FT

열교환기 Heat Exchanger 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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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omponent/Sub-component Labeling(G2)

System Component Sub-Component G2 비고

1차계통

Pressure Vessel

Reactor Pressure Vessel RPV

Core CO

Upper Plenum UP

Outlet Plenum OP

Upper Head UH

Lower Plenum LP

Downcomer DC

Steam Generator i U-tube, Inlet &
Outlet Plenum

SGPi

Primary Piping i

Hot Leg HLi

Cold Leg CLi

Intermediate Leg ILi

Pressurizer

PZR Tank PZR

PZR Surge Line SUR

PZR Spray Line SPY

Reactor Coolant Pump i RCPi

2차계통

Main Steam Supply System i MSi

Main Feedwater System i MFi

Auxiliary Feedwater System i AC

Air-Fan Cooler CD

Condensation System Condenser SGUTi

Steam Generator 2ry System i

U-tube SGDCi

Downcomer (Upper annulus)
& Downcomer (Lower Pipe)

SGDCi

Riser & Economizer SGRSi

Steam Dome &
Steam Separator

SGSDi

안전

계통

&

보조

계통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Sparger Tank & Piping SDS

Safety Injection System i

SIT SITi

HPSI HPSIi

LPSI LPSIi

Safety Injection Nozzle

SISi

DVIi

CLIi

HLIi

RWT(Refueling Water Tank) RWT

Containment System Containment Simulator CSi

Steam/Water Separator SP

Shutdown Cooling System i Heat Exchanger SCSi

Nitrogen Supply System NSS

Makeup Water System Makeup Tank MWS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Water Storage Tank & 
Piping

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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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기는 각 계통에서 주요 열수력 현상을 계측하기 위해 계통별로 광범

위하게 설비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ATLAS 실험장치에 설치된 계측기를 독

립적으로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여 계측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

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ATLAS 실험장치에 설치된 계측기는 크게 상업용 계측기와 선진형 계측

기로 나눌 수 있다. 상업용 계측기는 성능이 입증되고 상업용으로 입수 가

능한 계측기이며, 선진형 계측기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에 

의해 계측기 개발 및 계측기 보정절차가 요구되는 계측기이다. 본 과제에서

는 선진형 계측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 으며, 상업용 계측기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하 다.

  검증은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계측계통 설계요건서 (문

서번호 : IET-IMS-DR001, Rev. 00, WS-1)”[2] (이후 설계요건서)의 기준

으로 “ATLAS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계측 방법론 보고서 (문서번호 : 

ATLAS-IMS-DA001, Rev. 00, WS-2)”[1] (이후 설계계산서)의 내용이 타

당한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평가는 계측기, 계측 방법으로 나누

어 진행하 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측기 및 계측 방법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안하 다.

  제 3 장 제 1 절은 각 계측기에 대한 설계계산서의 내용 요약, 계측기에 

대한 평가, 개선안 제안 순이다. 제 3 장 제 2 절은 계측기로부터 얻은 측정

값에서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얻는 간접계측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로써, 각 

계측방법에 대한 설계계산서의 내용 요약, 계측방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제안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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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심 가열봉에 설치된 열전대 종류

그림 2 노심 가열봉 표면 온도 및 유체 온도 계측용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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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자료 용기에 설치된 유체 온도 계측용 열전대 및 전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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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자료 용기에 설치된 구조물 온도 계측용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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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자로 용기에 설치된 압력계 및 수위 계측용 차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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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온관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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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간관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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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저온관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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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로간 차압 분포 계측을 위한 차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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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압기에 설치된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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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차 계통내 계통간 차압계 연결도



- 15 -

그림 12 증기 발생기 1차 계통 수위 측정용 차압계 분포

그림 13 증기 발생기 1차 계통 열전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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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증기 발생기 2차 계통 수위 측정용 압력계

그림 15 증기 발생기 2차 계통 열전대 및 유량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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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차 계통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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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3번 안전 주입 계통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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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4번 안전 주입 계통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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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안전 감압 계통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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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격납 용기 계통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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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보충수 계통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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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냉각 계통 설치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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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들을 구축하여 원자로와 관련된 해석 코드 개발 및 검증에 필수적인 열

수력 데이터들이 확보하 고 관련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

①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열수력 실증 실험 수행

   · 설계 안전성과 관련된 열수력 현상의 규명 및 설계 개선 방안 도출

   · 최적 계통 해석 전산 코드의 개발 검증

   · 새로운 설계 개념의 실험적 검증

② 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향상을 위한 실증 실험 수행

   · 사고의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예) TMI-2 사고의 모의: Semiscale, LSTF 장치

   · Mihama 원전의 SGTR 사고 모의: LSTF 장치

   · 새로운 안전 현안의 해결 방안 도출

     (예) 저출력 운전중 사고 현상 파악 및 비상 운전 대책 수립

   · 비상 운전 절차 및 사고 관리 전략의 개발

③ 인허가 전략 수립 및 주요 인허가 현안 검증을 위한 실증적 평가

   · AP600(웨스팅하우스), SBWR(GE)의 설계 인증을 위한 US-NRC의 실

     증 실험

   · AP600: APEX, SPES-2, ROSA-AP600

   · SBWR: PUMA, PANDA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들을 구축하여 열수력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현재 종

합 효과 실험 장치인 ATLAS가 유일한 종합 효과 실험 장치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종합 효과 실험 장치의 계측 시스템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 본 과제의 ATLAS 실험장치의 계측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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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자로와 관련된 해석 코드 개발 및 검증에 사용될 ATLAS 실험장치

의 열수력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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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에서는 ATLAS 실험장치에 설치된 계측기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정리되어 있고, 제 2 절에는 제 1 절에서 검토된 계측기의 계측값에서 필요

한 열수력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적용된 직․간접적인 계측 방법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제 1 절 계측기 검토

  ATLAS 실험장치에 설치된 계측기를 압력/차압신호 계측계통, 온도 신호 

계측계통, 유량 신호 계측계통, 기타 신호 계측계통으로 나누어 검토하 다.

각 계측계통별로 설계요건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요약되어 있으며, 이어서 

각 계측계통에 사용된 계측기에 대한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포함한 평가 순으로 되어 있다. 

1. 압력/차압신호 계측계통

  압력/차압신호 계측계통은 정압 및 차압을 계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측된 정압 및 차압으로부터 수직 수평 기포계수, 입구 과포화도, 증기 발

생기 세관 파단시 파단 질량 유량 등을 계산하게 된다. 계측기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한 결과, 계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필요 오차에 따라 계측기 교정기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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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요건서의 압력/차압신호 계측계통 기준

표 3 압력/차압신호 계측계통 설계요건 및 평가 

설계 요건 평가

압력계측계통은 압력탭, 압력라인, 압력라인 냉각장치, 응축

용기(Condensation Pot), 정압/차압계, 전원 공급장치로 구

성된다

만족

압력용 탭은 직경 1m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만족

압력라인은 스테인레스재질의 튜브로 직경은 1/2“이다 만족

압력라인은 설치시 압력탭으로 부타 30cm 의 수평부를 유

지하고 수평부는 기포의 유입시 상분리를 위해 1“(2.5cm)의 

경사를 유지한다.

만족

대량의 기포 유입이  예상되는 압력라인에는 증기응축용기

(Condensation Pot)를 별도로 설치한다.
만족

압력라인의 냉각수 온도가 높은 경우 냉각장치를 별도로 설

치한다.
만족

압력계 및 정압계는 온도 및 압력의 변화에 따른 신호의 드

리프트가 최소화된 것을 선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하며, 

KDG사의 Capacitance Smart 타입을 기본으로 한다.

만족

압력계 및 정압계의 교정은 1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교정 

기간 조정 

필요

나. 사용 범위 

▶ 정압, 차압 계측

▶ 수직 수평 기포계수, 입구 과포화도,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시 파단 질량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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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 계측기

▶ SMART 타입 - KDG 4301 Series

작동 가능한 계측기 주변온도 : -40~85℃

작동 가능한 계측 유체 온도 : -40~100℃ or -25~85℃ or -40~150℃

계측기 최소 시상수 : 50ms(ATLAS계통 내에서는 200~250ms으로 고정)

라. 보정방법

▶ 정교한 압력계와 합께 0%, 25%, 50%, 75%, 100% FS에서 가압하며 교

정, 감압하며 교정 수행

마. 설치

▶ 압력 탭 직경 : 3 mm  (후단부에 노즐로 압력 도관과 연결)

▶ 압력 도관 직경 : 요구되는 압력도관의 최소 직경 1/4", 이상유동에 노출

되는 특성을 감안 3/8“로 결정

▶ 기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계통으로부터 1in/ft의 하향 경사도를 갖게 

설치하고, 상시 증기에 노출되는 곳에 설치된 경우 압력 도관에 별도의 냉

각장치를 설치하거나 증기 응축 용기를 설치한다. 이 때 압력배관은 증기 

응축 용기 쪽으로 경사도를 유지하여 압력도관에 상시 증기가 채워지도록 

설치한다.(그림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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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압계 설치 개념도

그림 24 차압계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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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예상 계측오차

▶ 0.142%(of FS) (압력 배관 내 기포유입을 제외한 계산결과, 기포유입 고

려시 커질 수 있으나 정압계의 압력 범위보다 매우 작으므로 무시한다는 가

정)

사. 평가

  설계계산서에서는 압력 transmitter 오차를 0.1%(of FS)로 하여 예상오차

를 계산하 다. 하지만 KDG4301 Series의 경우, 계측기의 종류에 따라 12

개월간 (압력계 교정 주기) ±0.2%(of FS) 이하의 stability를 갖는다.[4] 따

라서 교정 이후 12개월이 되는 동안 최대 0.483%(of FS)의 계측 오차를 보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교정 주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1 -

2. 온도 신호 계측계통

  온도 신호 계측 계통은 유체의 온도 및 계통 벽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계측기는 K 타입 비접지형 열전대를 사용한다. 계측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 설계 요건을 만족하 다.

가. 설계요건서의 온도신호 계측계통 기준

표 4 온도 신호 계측계통 설계요건 및 평가 

설계 요건 만족여부

온도계측계통은 온도센서와 아이스포인트 레퍼런스 및 온도

보상도선으로 구성된다
만족

온도센서(열전대)는 Unground 타입을 기본으로 선정하며 

직경은 계측 시상수(Time Constant)에 의해 결정한다
만족

선택적으로 정교한 온도 계측이 필요한 계통에 적용된 열전

대는 사전에 교정 작업을 실시한다
만족

열전대의 온도 보상은 DAS의 보상회로 또는 아이스 포인

트 레퍼런스에 의해 수행된다
만족

나. 사용 범위 

▶ 유체 온도 및 계통 벽면 온도

다. 사용 계측기

▶ K 타입 비접지형 열전대

계측기 시상수 : 100ms 이하

계통별 열전대 직경

유체 온도 계측용 : 1.0mm, 1.6mm

각종 탱크 및 2차측 배관류 유체 온도 계측용 : 1.6mm

Wall 표면 온도 계측용 : 1.0mm

노심 전열기 표면 온도 계측용 : 직경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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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정방법

▶ 구매시 제작자에 의해 0℃, 100℃, 200℃, 300℃에서 수행된 교정지를 함

께 공급 받는다

마. 설치

▶ 지지용 튜브에 의해 지지(구조해석을 통한 직경 결정)

▶ 배관 : 배관 중심

▶ 직경 300mm 이하의 용기 : 용기 중심

▶ 직경 300mm 초과의 용기 : 벽면에서 250mm 깊이

▶ 이상유동이 발생되는 저온관

증기 온도 계측용 : 내벽에서 20mm 삽입

물 온도 계측용 : 벽면에서 10mm 삽입

▶ 온도 보상은 DAS 또는 DCS로 입력되는 경우 CJC에 의해서 보상되고 

DAS 및 DCS에 동시에 입력되는 열전대는 Isolator의 CJC에 의해 보상된

다.

바. 예상 계측오차

▶ 최대 계측범위 400℃인 열전대 : ±2.26K

▶ 최대 계측범위 -20~1300℃인 열전대(노심 가열봉 표면에 설치) 

DAS, DCS로 직접 입력되는 경우 ±5.47K

Isolator를 거치는 경우 ±5.64K

▶ 열전대의 계측오차는 상당 부분 온도 보상 도선의 오차에 기인하며, 이

러한 오차는 열전대 온도 보상도선 및 신호처리계통에 관한 정교한 교정 절

차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사. 평가

설계 요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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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 신호 계측계통

  유량 신호 계측 계통은 배관 및 일부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주입되는 

단상 체적 유량 및 질량 유량을 계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측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Vortex Meter, Turbine Meter, Coriollis Meter, Average 

Bi-probe, 전자저울 등을 사용한다. 각 계측기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 으며, 

일부 계측기에서 계측 오차 분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계요건서의 유량 신호 계측계통 기준

표 5 유량 신호 계측계통 설계요건 및 평가 

설계 요건 만족여부

유량계통은 유량계, 신호처리 장치 및 신호선으로 구성된다. 만족

유량계는 계측오차, 고온고압에의 적용성, 반응시간,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일부 

계측기의 

계측오차 

수정 필요

선정된 유량계의 유량계 설치 사양서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

하여 장착한다
만족

유량계는 설치 전 교정을 거쳐야 하며, 교정은 1년 단위로 

수행한다.
만족

신호처리 장치는 방폭형을 기본으로 선택하며, 전기적 잡음

에 강한 것을 선택한다.
만족

나. 사용 범위 

▶ 배관 및 일부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주입되는 단상 체적 유량 및 질량 

유량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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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 계측기

▶ Vortex Meter

- 증기 및 N2 가스 유량 계측

- 계측된 체적 유량으로부터 질량 유량 계산

- SMART type - EX DELTA (OVAL) 장착

▶ Turbine Meter

- 물이 주입되는 주요 계통

- 계측된 체적 유량으로부터 질량 유량 계산

- HO series (HOFFERFlow Controls, Inc) 장착

▶ Coriolis Meter

- 질량 유량을 직접 계측

- 200℃ 이하에서 사용

- 격납 용기내 증기 응축을 위한 살수 계통에 CMF200(Rosemount)

     장착 예정

Nominal flow range : ０ to 43,550kg/hr

Maximum flow rate : 87,100kg/hr

Fluid temperature limits : -240℃ to 204℃

Flow tube pressure rating 

100 bar (for 316L and 304L stainless steel sensors)

148 bar (for Nickel-alloy sensors)

413 bar (for High-pressure CMF010P)

▶ Average Bi-probe

▶ 전자저울(설계 계산서 38쪽)

- 격납용기 계통 파단시 증기유량 계측용 vortex meter의 유량 계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부의 증기를 응축시켜서 전자저울에서 계측

- 누적 질량을 시간에 대해서 순간 미분하여 순간 질량 유량 계측

- Indicator model : CISL1 (Sartorius)

 Platform Model : CAPP1-150FE-I, CAPP1-300IG-I, CAPP4-600LI-I,

                    CAPP4-1500NL-I (Sartorius)



- 35 -

라. 보정방법

▶ 구매시 제작자에 의해 사용 유동 역역에서 보정되어 교정지와 함께 공급

마. 설치

▶ 유량계 설치 요령서에 명시 되어 있다.

바. 예상 계측오차

▶ Vortex Meter : 체적유량 1.0%, 질량유량 1.16%

▶ Turbine Meter : 체적유량 0.27%, 질량유량 0.43% 

▶ Coriollis Meter : 0.15%(turndown ratio 1) ~ 2.6%(turndown ratio 500)

turn down ratio에 따른 오차는 아래와 같다.

표 6 설계 계산서의 coriollis meter 예상 계측 오차

turn down ratio 1:1 10:1 20:1 100:1 500:1

오차 0.11% 0.15% 0.2% 0.6% 2.6%

▶ Average Bi-probe : 선진형 계측기로서 본 과제에서 검토 제외

▶ 전자저울(설계 계산서 39쪽) : 0.013%

사. 평가

▶ Vortex Meter :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Turbine Meter :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Coriollis Meter :

  장착된 Coriollis Meter는 작동 온도 및 작동 압력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

게 되며, 증가정도는 온도 및 압력에 따라 각각 ±0.001%/℃ , -0.012%/bar 

의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5] 격납용기 계통을 2기압 조건에서 운전하고 살

수 계통을 통하여 냉각수가 주입될 경우, 작동 온도는 물의 포화 온도 12

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상온 20℃보다 최대 100℃증가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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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차이로 인한 오차가 0.1%가 되며, 1기압의 압력변화로 -0.012%의 오차

가 나타난다.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면 예상 오차율은 다

음과 같게 된다.

표 7 수정된 coriollis meter 예상 계측 오차 

turn down ratio 1:1 10:1 20:1 100:1 500:1

오차 0.15% 0.18% 0.22% 0.6% 2.6%

  따라서, Coriollis Meter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불확실성 해석시, 작동 환경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Average Bi-probe : 선진형 계측기로서 본 과제에서 검토 제외

▶ 전자저울 :

  설계 계산서에는 Platform의 Linearity 오차만 고려되고 교정지(그림 25∼

28)에 나타나 있는 Indicator의 오차, Platform의 Reproducibility오차와 

Off-center load eccentricity오차는 고려되지 않았다. 교정지의 내용을 바탕

으로 모든 오차를 고려하면 표 8의 예상 계측 오차가 된다.

표 8 수정된 전자저울 예상 계측 오차

Model

CISL1

Indicator

total 

output 

error

±0.15%

Platform

CAPP1-150FE-I CAPP1-300IG-I CAPP4-600LI-I CAPP4-1500NL-I

Reproduci

-bility

±10g

(±0.06% of FS)

±20g

(±0.06% of FS)

±40g

(±0.06% of FS)

±100g

(±0.06% of FS)

Linearity
±20g

(±0.13% of FS)

±40g

(±0.13% of FS)

±80g

(±0.13% of FS)

±200g

(±0.13% of FS)

Off-center 

load 

eccentricity

±25g

(±0.16% of FS)

±50g

(±0.16% of FS)

±100g

(±0.16% of FS)

±250g

(±0.16% of FS)

Total error ±0.27% ±0.27% ±0.27%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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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된 전자저울을 이용한 데이터의 불확실성 해석시, 모든 오차를 고려

한 예상 계측 오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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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자저울 교정지 : CISL1 + CAPP1-150F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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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자저울 교정지 : CISL1 + CAPP1-300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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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자저울 교정지 : CISL1 + CAPP1-600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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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전자저울 교정지 : CISL1 + CAPP1-1500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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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신호 계측 계통

  증기 발생기 세관의 기포 계측에 사용되는 감마선 감쇠법과 노심 계통 및 

1차 계통 펌프의 전력을 측정하는 전력 계측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으

며, 모두 설계 요건을 만족하 다.

가. 감마선 감쇠법

(1) 사용 범위

▶ 증기 발생기 세관의 기포 계측

(2) 사용 계측기

▶ 감마선원 : CS(Cesium)-137 ( 2Ci, 3Ci, 4Ci, 5Ci, 10Ci )

▶ 검출기 : 섬광체 (Csl or Nal) + Photodiode (유효크기 28mm X 28mm)

▶ Electronic Circuit : 다수의 Peak 형태의 미세 전압을 ADC가 가능한 연

속 전압 출력으로 변환

▶ DAS & Data Processor

(3) 예상 계측 오차

▶ 기포율 0.3 이상인 조건에서 5% 미만

(4) 평가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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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감마선 측정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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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 계측

(1) 사용 범위

▶ 노심 계통 및 1차 계통 펌프의 전력

(2) 사용 계측기

▶ 3상 4선식의 Y결선으로 연결된 전력계통의 전력 계측 계측기기

(3) 예상 계측 오차

▶ 0.35% (of FS)

(4) 평가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0 3상 4선식 Y결선인 경우 전력 측정을 위한 계측기기 구성도



- 45 -

제 2 절 계측방법 검토

  제 1 절에서 검토된 계측기의 계측값에서 필요한 열수력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적용된 직․간접적인 계측 방법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계측기로부터 직접 변수를 얻는 직접 계측 방법과 계측된 신호에서 계산으

로 통해 변수를 얻는 간접 계측 방법으로 나누었으며, 각 방법에 대한 설계

계산서[1]의 내용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

을 제안하 다.

1. 직접 계측 방법

  직접 계측 신호를 계측하는 방법은 해당 계측기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전

류를 공학적 압력단위로 환산하는 과정만 필요하므로 방법에 대한 정리만 

하 다. 

가. 정압/차압 신호

▶ 정압/차압 계측기의 출력 전압으로부터 공학적 압력단위로 환산

▶ 압력 도관으로의 기포 유입 방지를 위해 계통으로부터 1in/ft의 하향 경

사도를 갖게 설치되므로 도관의 높이를 보정한다.

나. 유체 온도 및 계통 벽면 온도

▶ 열전대를 사용하며, 열전대의 출력 전압을 CJC 및 Isolator통하여 절대 

온도 및 외기 온도를 보상하게 된다.

다. 단상 체적 유량 및 질량 유량

▶ 단상 체적 유량 : Vortex meter, Turbine meter의 출력 신호를 공학적 

단위로 환산

▶ 단상 질량 유량 : Coriolis meter의 출력 신호를 공학적 단위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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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 계측 방법

가. 단상 질량 유량

▶ 기체 단상 질량 유량

Vortex meter, Turbine meter의 직접 계측 신호인 단상 체적 유량으로부터 

다음의 계산과정을 통하여 질량 유량을 얻는다.

ω g=ρ g⋅Qg (3.2.1)

여기에서

ρ f=
p
RT  (3.2.2)

wg : 기체의 질량 유량

ρg : 기체의 도

Qg : 기체의 체적 유량

p : 기체 압력

R : 기체 상수

T : 기체 온도

▶ 물의 단상 질량 유량

기체 단상 질량 유량과 같이 Turbine meter의 직접 계측 신호인 단상 체적 

유량으로부터 다음의 계산과정을 통하여 질량 유량을 얻는다.

ω f=ρ f⋅Qf  (3.2.3)

여기에서

ρf=ρb(
Tc-Tf
Tc-270.93 )

1/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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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  : 물의 질량 유량

ρf  : 물의 도

Qf  : 물의 체적 유량

ρb : 15.6℃, 101.325kPa에서 물의 도

Tc : 임계 온도 (374℃)

Tf  : 물의 온도

▶ 평가 : 단상 체적 유량과 압력, 온도 계측을 통하여 환산하는 것으로, 단

상 질량 유량을 직접 계측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나. 냉각제 수위

▶ 차압계를 통해 계측된 차압 정보로부터 다음의 계산과정을 통하여 냉각

재 수위를 얻는다.

h=
Δp/g-H(ρg-ρc)

(ρf-ρg)  (3.2.5)

여기에서

h : 수위

Δp(=p1-p2)  : 압력 측정값

H(=h1-h2)  : 저압 및 고압 압력 탭의 높이차

ρg : 증기 도

ρf  : 물 도

ρc : 압력라인의 물의 도

▶ 평가 : 수위를 계측하는 계통의 감압 등의 환경 변화로 냉각제 내부에서 

상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그림 31과 같이 냉각제 내부에 기포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방법은 실제 수위 보다 낮게 계측한다. 냉각제의 수위를 

계측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향이 없으나, 수위로부터 냉각제의 양을 계측

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냉각제 내부의 기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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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냉각제 내부 기포율에 따라 동일 수위에서

 차압이 낮게 계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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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압계에 의한 기포 계수 계측

▶ 수직관 기포 계수는 차압계에서 얻어진 수위로부터 아래의 계산 과정을 

통하여 얻는다.

α=1-
h
H  (3.2.6)

여기에서

α : 기포 계수

h : 차압계에서 얻어진 수위

H : 저압 및 고압 압력 탭의 높이 차

▶ 수평관 기포 계수는 차압계에서 얻어진 수위와 수평관에서 수위에 따른 

단면적의 변화를 고려한 아래의 계산 과정들을 통하여 얻는다.

απ=θ-sinθcosθ  (2.2.7)

α=
1
π [ cos-1(

2Hl
D
-1)-(

2Hl
D
-1)sin( cos -1(

2Hl
D
-1))]  (3.2.8)

그림 32 수평관에서 각도에 따른 수위 관계

▶ 평가 : 수평관 기포 계수 계측시, 성층류가 아닌 기포류의 경우에는 식

(2.2.7)로부터 구한 기포계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기포류에서 기포 계수

와 식(2.2.7)로 계산한 기포 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포류를 균질 유동으

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균질유동 기포류에서 기포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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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l/D)과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실제 기포 계수 (1-Hl/D)와 식 (2.2.7)로

부터 구한 기포 계수를 표시하고 두 값 사이의 오차를 표시하 다.(그림 33) 

기포계수가 낮을수록 두 값 사이의 오차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평관에서 차압을 이용하여 기포 계수를 측정할 경우, 기포류와 

환상류의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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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포류에서 실제 기포 계수와 환상류 계산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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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용기 계통 파단 유량 계측

▶ 그림 34와 같이 구성된 파단 유량 계측기기는 누적 파단 질량은 Vortex 

유량계의 증기 누적 파단 유량과 전자저울에서 계측된 물의 무게 값을 합하

여 구한다.

M ⌠
⌡ egrated

(t)=⌠⌡

t= t

t=0
wstm(t)dt+MLC(t)≃ ∑

i= N

i=1
wstm, iΔt+MLC(t)  (3.2.9)

여기에서

Δt= t i+1/2-t i-1/2

wstm  : Vortex 유량계에서 계측한 증기 파단 유량

MLC : 전자저울에서 계측한 물의 무게

▶ 파단 질량 유량은 Vortex 유량계의 증기 파단 유량과 전자저울에서 계

측된 질량 값의 시간당 변화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다.

wbreak=wstm+
dMLC(t)

dt
≃wstm+

MLC(t+Δt)-MLC(t)

Δt  (3.2.10)

▶ 살수에 의한 증기 파단 유량 계측은 다음의 계산 과정을 통하여 구한다.

wbreak=wstm+
dMLC(t)

dt
-wspray≃wstm+

MLC(t+Δt)-MLC(t)

Δt  (3.2.11)

여기에서

wspray  : Coriolis 유량계에 의해 계측된 살수 계통 주입 유량

이 때, 살수 계통 주입 유량은 정교한 유량 계측을 위하여 Coriolis 유량계

에 의해 계측된다.

▶ 평가 : 1차적으로 증기 파단 유량을 측정하는 Vortex유량계를 사용하고, 

Vortex유량계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자저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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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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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격납용기 파단 유량 계측용 계측기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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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구 과포화도

▶ 강수부 하단부 또는 노심 입구의 과포화도는 입구에서 측정된 절대압력, 

증기표, 그리고 온도 계측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ΔT=Tsat-T in=Tsat(P)-T in
 (3.2.12)

▶ 평가 : 과포화도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평

가된다.

바. 열전도에 의한 구조물 열속

▶ 계통 벽면에서의 열 손실률은 벽면의 내벽과 외벽의 온도 차이로부터 계

산된다. 벽면에서 계측된 온도정보로부터 열전달률은 다음의 열전도 방적식

으로부터 계산된다.

q''=k
δT
δx
≃k
ΔT
Δx  (3.2.13)

여기에서

q'' : 단위 면적당 열전달률

k : 벽면 열전도도

ΔT  : 온도차

Δx  : 열전대 측정점 사이의 거리

▶ 평가 :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 1차계통 배관 유량 계측

▶ BDFT를 이용하여 계측 : 선진형 계측기로서 본 과제에서 검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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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마선 감쇠법에 의한 기포계수 측정

▶ 세관 파단계통에서 기포율을 계측하기 위해서 아래의 방법으로 얻는다.

α=
ln(I/If)

ln(Ig/If)  (3.2.14)

여기에서

α : 기포율

I : 이상유동 조건에서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

If : 파단 세관내에 물이 가득찬 상태에서 측정된 감마선의 세기

Ig :파단 세관내에 증기가 가득찬 상태에서 측정된 가마선의 세기

▶ 평가 : 감마선 감쇠법은 관내 기포계수를 유동 교란없이 측정할 수 있는 

계측방법으로 관내 기포계수 측정에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자. 강수부 우회률

▶ 1차 계통 냉각수 우회률은 강수부로 주입되는 증기 질량 유량, 안전 주

입수 주입 질량 유량 및 강수부에서 격납용기로 방출되는 파단 질량 유량 

계측 값으로부터 계산된다.

BF=
wbreak

wECC+wCL  (3.2.15)

여기에서

BF : 우회률

wbreak=wLC+wstm,break

wECC=wECC,1+wECC,2

wCL=wstm,CL1A+wstm,CL1B+wstm,CL2B

▶ 강수부 안전 주입수 우회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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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wbreak

wECC+wcond  (3.2.16)

여기에서

wbreak=wLC+wstm,break

wECC=wECC,1+wECC,2

wcond=wstm,CL1A+wstm,CL1B+wstm,CL2B-wstm, break

▶ 평가 :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차. 증기 응축률

▶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한 증기 응축률 계측

제어체적내의 질량 및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증기 응축비 

x(≡w stm, cond/w stm, total)로 나타낼 수 있다.

E total=w totalh total= (w f+ xw stm)h total= xw stmh stm+w fh f  (3.2.17)

위 식을 증기 응축비로 나타내면

x=
wf(h total-h f)

wstm(h stm-h total)  (2.2.18)

여기에서

htotal  : 증기 응축 계싼 지점에서의 냉각수 엔탈피

hf  : 안전 주입수 주입노즐에서의 엔탈피

h stm  : 주입된 증기 엔탈피

wf  : 주입된 냉각수 질량 유량

wstm  : 주입된 증기 질량 유량

▶ 증기 질량 유량 계측에 의한 증기 응축률 계측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에 주입된 증기의 질량 유량과 파단부 방출 증기 

질량 유량을 계측하여 증기 응축비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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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wstm,break
wstm,CL  (3.2.19)

여기에서

wstm, break  : 파단 증기 질량 유량

wstm,CL  : 강수부 주입 증기 질량 유량

▶ 평가 :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한 증기 응축률 계측방법은 계측오차가 크

므로 정성적 현상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제한될 경우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카.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시 파단 질량 유량

▶ 벤튜리 유량계, 온도계 , 압력계 및 감마선 도계가 설치된 break spool

에서 계측된다(그림 35). 이상 유동 상태의 벤튜리 유량계에서 발생된 압력 

강하값은 다음의 식에 의해 단위 면적당 질량 유속값으로 변환된다.

ΔP=K2v
G 2

ρ v  (3.2.20)

여기에서

Kv  : 단산 유동에서 얻어진 유동 상수

G(=w/A=ρ fj f+ρgjg)  : Mass flux(kg/㎡sec)

이 때, 유체의 도 ρv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ρv
=
x
2

αρg
+
(1-x)

2

(1-α)ρf  (3.2.21)

여기에서

α : 감마선 도계로부터 계측한 기포계수

유동 건도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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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ρgαug

ρgαug+ρ f(1-α)uf  (3.2.22)

수직 배관에 설치된 벤튜리 미터의 차압 측정값은 기공률에 의해 발생된 차

압 변화를 보정하고자 다음식과 같이 유동 방향에 따라 높이 값을 보정한

다.

ΔP= ΔPmeasured∓gΔh( ρ manometer-ρ v)  (3.2.23)

여기에서

- : 상향유동

+ : 하향유동

Δh  : 압력 탭 간의 거리

ρ manometer  : 압력 탬에 채워진 유체의 도

식 (3.2.12)에서 각 상의 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Chexal의 drift-flux 상관식

을 적용하여 유동 건도를 얻고자 하 다. 각 상의 속도는

 (3.2.24)

ug=
Co(1-α)uf+Vgj

1-αCo  (3.2.25)

여기에서

A : 배관 단면적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파단 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아진다.

w break=A⋅G=A
ρ vΔP

Kv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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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이상 유동의 질량 유량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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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시 파단 질량 유량 계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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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력 측정

▶ 3상 4선식 Y 결선으로 연결된 전력 계통에서 각 상의 전압 및 전류

(Current Transformer에 의해 계측)가 측정되어 다음과 같이 전력이 계산된

다.

P=∑
3

1=0
IiVi  (3.2.27)

▶ 평가 :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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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달성도

제 1차년도

(05.03-06.02)

ATLAS 계측

시스템 타당성 

독립 평가 

∙  ATLAS 계측계통 설

계 및 기술적 배경 검

토

∙  ATLAS 계측계통 검

증 데이터 확보 및 검

토

∙ ATLAS 계

측계통 평가

의 타당성

100%

제 2차년도

(06.03-07.02)

ATLAS 계측

시스템 신뢰도 

독립 평가 및  

개선 방안 도

출 

∙  ATLAS 계측 데이터

에 대한 기술적 신뢰도 

평가

∙ ATLAS 계측계통 단

기 개선사항 제안

∙ ATLAS 계

측계통 신뢰

도 평가 및 

개선사항의 

타당성

100%

제 2 절 대외기여도

  국내에서 처음 구축하는 ATLAS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장치는 원자로와 

관련된 해석 코드 개발 및 검증에 사용되는 열수력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제는 ATLAS에서 얻는 열수력 데이터의 신뢰도를 독

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ATLAS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안하 다. 이후에 신뢰도가 높아진 ATLAS의 데

이터를 이용한 해석 코드 개발 및 검증을 통하여 코드를 개발할 때 코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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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검토된 내용은 독립적 판단 내용으로, 이 후 ATLAS 열수력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의 분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제안된 개선 사항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개선 사항의 조건을 사전에 고려하여 개선 사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65 -

제 6 장 참고문헌

[1] 윤병조 외, “ATLAS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계측 방법론 보고서”, 

열수력안전연구부, ATALS-IMS-DA001, Rev. 00, WS-2

[2] 윤병조 외,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계측계통 설계 요건

서”, 열수력안전연구부, IET-IMS-DR001, Rev. 00, WS-1

[3] 백원필 외, “열수력 안전연구 개요 및 국외 열수력 실증실험 동향”, 원

자력산업 2002년 제237호 p35-44

[4] KDG Instrument, "KDG 4301 Intelligent pressure transmitter data 

sheet 0075"

[5] Micro Motion Inc., "Micro Motion ELITE Mass Flow and Density 

Meters With MVD™ Technology", Product Data Sheet, PS.00374, Rev. C

July 2004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

드

KAERI/CM-943/2006

     제목 / 부제  ATLAS 계측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조동우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김종록, 박준권

출 판 지  포항 발행기관  포항공과대학교 발행년 2007

페 이 지  p. 80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1x29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최종보고서

비 여부  대외비(   ),  __ 급비

연구위탁기관  KAERI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본 연구는 ATLAS 계측 시스템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독립 평가하 고, 평가

를 바탕으로 계측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위하여 ATLAS 계

측 시스템 설계 및 기술적 배경, ATLAS 계측 시스템의 검증 데이터 등을 독

립적으로 검토하여 ATLAS 계측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

시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계측장치, 아틀라스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CM-943/2006

Title / Subtitle 
Evaluation and proposal of improvement for the measurement 

system in ATLA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Cho, Dong-woo

Researcher and 

Department
Kim, Jongrok, Park, Jun-Kwon

Publication

Place 
Pohang Publisher POSTECH

Publication  

 Date
2007

Page p. 80 Ill. & Tab. Yes(○),  No (  )  Size    21x29 Cm.

Note  

Open Open(○),  Closed(  )

Report Type   Final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KAERI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project independently evaluated the validiti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system in ATLAS, then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 

measurement system from evaluated results. For this objectives, we 

evaluated the design, technical backgrounds, verifying data of measurment 

system in ATLAS. From this evaluation, we proposed plans for 

improvement on parts which need improvement.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Measurement system, ATLAS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계측기 검토
	제 2절 계측방법 검토

	제 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제 2절 대외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