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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개발계획사업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

험” 과제의 일환으로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ATLAS)가 

구축되었다. ATLAS는 기준원전인 APR1400을 길이비 1/2, 면적비 1/144

로 축소 설계한 실험장치이고, ATLAS의 작동 압력 및 온도는 1/1 모사

가 가능하도록 축척되었다. 

본 보고서는 ATLAS 유체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계산서이고, ATLAS 

유체계통의 기본설계와 설계의 근거가 되는 척도해석에 대한 이해를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 ATLAS 유체계통은 원자로용기 및 모의노심, 일차계통 

배관,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안전계통, 보조계

통, 및 열손실보상계통을 포함한다.



- ii -

SUMMARY

  An integral effect test loop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the 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is constructed by Thermal-Hydraulic Safety Research 

Division i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he 

ATLAS facility has been designed to have the length scale of 1/2 and 

area scale of 1/144 compared with the reference plant, APR1400, and is 

scaled for full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This report includes calculation sheets for the basic design of 

ATLAS fluid systems and it will be used to help understanding the 

basic design of the ATLAS fluid system and its based scaling 

methodology. The ATLAS fluid systems are consisted of a reactor 

pressure vessel with core simulator, primary loop piping, a pressurizer, 

four reactor coolant pumps, two steam generators, the secondary 

system, the safety system, the auxiliary system, and the heat loss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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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ATLAS(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는 APR1400을 기준 원전으로 하며, 기준 원

전 대비 높이비가 1/2, 면적비가 1/144, 체적비가 1/288이며, 온도 및 압력은 

APR1400의 정상상태, 천이상태 및 가상 사고를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PR1400은 한국에서 개발된 개량형 가압경수로로서 3983 MWt의 열용량을 가

진다. APR1400은 2 개의 원자로 냉각재 회로로 구성되며, 하나의 회로는 증기발

생기 1 개, 고온관 1 개 및 저온관 2 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APR1400은 4 개

의 독립된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으로 구성

되며, 원자로용기로의 직접주입방식(DVI, Direct Vessel Injection)을 채택하고 있

다. 비상노심냉각수(ECC, Emergency Core Coolant)가 원자로용기 강수부의 상

부에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냉각재상실사고(LOCA, Loss-Of-Coolant Accident)

시의 열수력 현상은 저온관 주입방식(CLI, Cold Leg Injection)의 ECCS 개념을 

채택하는 기존의 상용 가압경수로와는 다른 열수력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APR1400의 설계 특성으로 인해 증기-물 상호작용, ECC 우회 및 강수부에서

의 비등 등의 새로운 안전 현안이 부각되었다. ATLAS가 구축됨으로써 

APR1400의 고유한 안전 현안을 해결하고, APR1400과 한국표준원전인 OPR1400

에서의 여러 과도 상태 및 사고 조건을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TLAS는 유체계통, 계측계통, 제어계통, 자료처리계통, 전원공급계통 및 부속

계통으로 구성되며, 그 중 ATLAS 유체계통은 크게 일차계통, 이차계통, 안전계

통, 보조계통과 열손실보상계통으로 구분된다. 일차계통은 원자로용기, 모의노심, 

일차계통 배관,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로 구성되며, 이차계통은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및 복수계통 등을 포함한다. 안전계통은 

안전감압계통과 안전주입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계통으로는 정지냉각계

통, 격납용기 모의계통, 보충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파단계통, 및 부속설비가 있

다. 열손실보상계통은 일차계통 및 안전주입계통의 열손실을 보상하는 계통이다. 

ATLAS 유체계통은 기준 원전의 정상상태 및 천이상태 운전 중 또는 가상적인 

사건/사고의 발생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열수력 현상이 재현될 수 있도

록 기하학적, 운동학적 및 열역학적 상사성이 만족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

었다. 본 문서는 ATLAS 유체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계산서로써 ATLAS 유체계

통의 설계 근거가 되는 척도해석 결과와 기본설계 결과를 각 계통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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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ATLAS 원자로용기 및 모의노심의 기본설계 

계산서

2.1 원자로용기 및 모의노심의 개요

2.1.1 계통의 기능 및 구성요소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는 노심에 위치한 핵연료봉에 의해 차가운 일차계통 냉

각수를 가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차계통 냉각수는 원자로용기의 입구노즐을 

통해 들어가, 원자로용기의 내벽과 노심 지지동체 사이의 강수관을 통해 흘러 내

려간 다음, 유량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유량 분배환 부분을 통과하여 하부 

플레넘으로 들어간다. 냉각수는 핵연료봉으로부터 생성된 열을 제거하면서 노심

을 통해 상부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열된 냉각수는 노심의 출구 역에 도달한 

후 제어봉 보호관의 외부 주위를 돌아 원자로용기의 출구 노즐을 통과한다. 제어

봉 보호관은 노심의 상반부 위를 흐르는 냉각수의 횡방향 유동으로부터 제어봉

의 중성자 흡수 물질을 보호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 제어봉집합체, 노내 계측기를 지지하고 위

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원자로용기를 통한 냉각재의 흐름을 유도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또한 정적 및 동적 하중을 흡수하여 원자로용기 플렌지로 

그 하중을 전달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자중, 취급, 온도 및 압력구배, 냉각재 

흐름에 의한 충격, 진동, 지지 가속력에 기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자로의 정상, 이상, 비상 및 사고 조건 하에서도 안전하게 그 기능을 수

행한다. 

기준원전의 노심에는 U-235의 핵연료가 16 x 16의 핵연료집합체에 장착되어 

있다. 핵연료집합체에는 5개의 노심 제어봉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운데 

위치한 제어봉 안내관에는 노심 하부 플레넘으로부터 각종 노심 계측기가 삽입

된다. 나머지 4개의 안내관에는 노심 상부로부터 제어봉이 삽입된다.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는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이다. 그림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원자로용기는 환상형 강수관, 하부 플레넘, 

노심, 상부 플레넘, 상부 제어봉 집합체 구조물(Guide Structure Assembly) 및 상부

헤드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유로는 그림 2.2와 같으며, 원자로용기에서 모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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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우회유로는 다음과 같이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모의한다.

- 출구 노즐 틈을 통한 입구 노즐에서 출구 노즐로의 우회 유로

- 정렬 홈을 통한 강수관과 상부 헤드 사이의 우회 유로

- 노심 지지벽 공간유로를 통한 노심 우회 유로

- 노심내의 각종 안내관을 통한 노심 우회 유로

노심에는 기준원전의 핵연료봉을 모사하는 전기가열봉이 설치되어 있다. 전기

가열봉은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동일한 외경, 피치 및 배치를 갖는다. 단 전기

가열봉의 길이는 길이 척도비에 따라 1/2로 하 다. 또한 노심에는 기준원전에서

와 동일한 Plus-7 지지격자가 기준원전과 동일한 수직 위치에 설치된다. 전기가열

봉은 실린더형 구조물의 하부를 통해 전기가 유입되며, 노심 상부에서 Core 

Shroud에 접지되어 있다. 노심에는 제어봉 안내관(Guide Tube)이 설치되어, 노심 

우회 유량을 모사하고, 각종 계측기의 연결 통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부 플레넘은 기준원전과는 달리 반구형이 아닌 실린더 형태를 이루며, 냉각

수 체적이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었다. 상부 제어봉 집합체 구조물에는 제어봉 집

합체 안내관(CEA Shroud Tube)이 설치되어 있어, 출구 플레넘에서 상부 헤드로의 

우회 유로를 형성한다.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에는 두 개의 고온관 노즐과 네 개의 저온관 노즐이 설

치되어 있다. 또한 강수관 상부에는 차세대원자로의 DVI(Direct Vessel Injection)

를 모사하기 위해 DVI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용기 외부 벽에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Heat Tracing System이 설치

되어 있다. 특히 증기가 생성되는 부위인 상부헤드에서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부헤드의 Heat Tracing은 필수적이다. 

2.1.2 주요 열수력 현상

2.1.2.1 APR1400 대형냉각재상실사고 (Wilson et al., 2001). 

대형냉각재상실사고는 일반적으로 Blowdown, Refill, Reflood, LTC (Long-Term 

Cooling)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파단사고 후 원자로용기의 하부 플레넘에 

냉각수가 Refill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로 정의되는 Blowdown Phase에서는 파단 유

량에 의해 노심의 유동이 급격히 정체된 후, 노심에서는 역유동(Reverse Flow)이 

발생한다. 초기에 파단면을 통한 파단 유량은 과냉 임계유동으로서 급격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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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재고량 감소와 함께 급격한 감압의 발생으로 일차계통은 Flashing이 발생하게 

된다. 핵연료봉 표면에서는 핵비등에서 Post-CHF까지의 다양한 열전달 현상이 발

생한다. Blowdown Phase에서 핵연료봉은 PCT(Peak Cladding Temperature)를 보이

지만, Negative Void Reactivity Insertion, 제어봉 삽입 및 상부헤드로부터의 냉각수

가 노심에 유입됨에 따라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Blowdown PCT에 향을 미치는 상부헤드 및 상부 플레넘의 냉각수 재고량 및 

노심으로의 냉각수 유동면적은 중요해진다. 하지만 상부헤드 및 상부 플레넘은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고갈되어, 노심의 가열이 다시 시작된다. SIT에 의한 냉

각수 주입으로 인하여 강수관의 냉각수 수위가 증가하며, Refill Phase가 시작된

다. 

Refill Phase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발생하며 냉각수 수위가 노심 바닥까지 차

오른 시점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SIT 유량에 의한 강수관과 하부 플레넘의 냉각

수 수위가 급격히 증가한다. 

Reflood Phase에서는 강수관에서의 냉각수 수위는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며, 비

상노심냉각수의 우회와 파단 유동 등에 의한 균형 수위는 보통 저온관 보다 낮

은 위치에서 형성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이차계통보다 낮아짐에 따라 증기발생

기의 이차측에서 일차측으로 역열전달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일차측의 냉각수가 가열되어 과열 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증기발생기에서의 파단

면으로 유동저항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원자로용기 출구 플레넘의 압력이 증가

하는 Steam Binding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심의 냉각수가 강수관으로 려나

게 된다. 노심과 강수관의 냉각수 수위는 진동을 하게 되며, 강수관의 냉각수 수

위와 저온관과의 수직 위치가 파단 유량을 결정하게 된다. Reflood Phase 후반부

에는 원자로용기 벽면의 축적열에 의해 강수관의 냉각수 온도가 증가하게 되어, 

강수부 비등(Downcomer Boil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강수관에서의 비등에 의

해 발생한 증기는 안전주입수 및 강수관내 냉각수를 이탈(Entrainment)시켜 

Reflood에 대한 Effective Driving Head를 감소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노심의 재가

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표 2.1은 핵연료봉, 지지격자, 강수관 및 노심에서의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APR1400 LBLOCA에 대한 PIRT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Wilson et al., 2001). 핵

연료봉의 축적열은 초기 Blowdown 기간 동안에 거의 모두 방출되어, 이후의 사

고 기간 동안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핵연료봉의 붕괴열 및 표면에서의 열전

달은 LBLOCA 전반에 거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노심에서의 냉각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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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inment, 증기 과열도 및 계면열전달 현상은 Reflood 기간 이후에 중요해진다. 

DVI 노즐을 통해 강수관에 유입되는 안전주입수의 Jet Flow 및 노심 배럴에의 

Impingement 현상은 안전주입수의 우회유량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이다. 

또한 Reflood 기간 이후 원자로용기, 노심 배럴 등의 축적열은 강수관 비등에 

향을 미친다. 안전주입수가 강수관에 유입되면서 증기와 접촉하여 발생하는 직접

접촉 응축열전달도 LBLOCA 전반에 거쳐 중요한 열수력 현상이다. 

노심과 강수관을 제외한 기타 계통에서의 중요 열수력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상부헤드 및 상부 플레넘

- Flashing: Blowdown phase

- 냉각수 유로: Upper head to upper plenum by upper core support plate and 

guide tube structure flow in blowdown phase

2) 출구 플레넘

- Flashing: Blowdown phase

- 냉각수 수위: Reflood and LTC phases

- 다차원 유동: Reflood phase

- Entrainment: Reflood and LTC phases

- 냉각수 유로: 노심-출구 플레넘 유로, 출구 플레넘-고온관 유로, 출구 플레

넘-노심 대향류

3) 하부 플레넘

- 냉각수 수위: Blowdown and refill phases

- 다차원 유동: Blowdown phase

- 냉각수 혼합: Refill, reflood and LTC phases

- 냉각수 비등: Reflood and LTC phases

- 냉각수 유로: 하부 플레넘-노심 냉각수 유로

2.1.2.2 APR1400 DVI Line Break (Bang et al., 2003)

APR1400의 DVI 관의 파단에 따라 원자로용기는 급격히 감압되어 원자로 정지

가 발생하고, 일차계통에서는 Flashing이 발생된다. 원자로 정지에 의해 열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감압율이 커지지만, Flashing에 의해 일차계통의 압력은 Pla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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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에 따라 일차계통에서는 이상 자연순

환이 발생한다. 파단면에서는 이상 임계유동이 발생하며, 파단부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Loop Seal Clearing 후에도 이상 임계유동은 좀 더 지속된다. Loop Seal 

Clearing에 따른 증기방출에 의해 압력 Plateau가 깨지고, 압력이 계속 감소하여 

SIT가 주입된다. 이 기간 동안 일차계통 냉각재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므로, 노심 

상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증기방출 유로가 강수부 냉각재에 의해 폐

쇄되면, 노심 상부에 증기가 축적되어 노심 냉각수를 강수관으로 어내어, 노심

의 노출 및 노심 가열을 발생시킨다. SIT 작동 후 상당한 양의 냉각수가 강수관

에 주입되면 노심은 Refill 되어, 노심 재적심(Core Rewet)이 발생한다. SIT 냉각

수는 강수관의 증기를 응축시켜 강수관의 압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SIT 냉각수의 

고갈 후 고압안전주입(HPSI)에 의해 노심은 냉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에

는 구조물의 축적열에 의해 강수관의 냉각수가 가열될 수 있다. 표 2.2는 

APR1400 DVI Line Break 사고에서의 열수력 현상에 대한 PIRT 결과를 보여준다. 

2.1.2.3 APR1400 주증기관파단사고 (Song et al., 2003)

APR1400의 주증기관파단사고는 Pre-Trip Phase, Cool-Down Phase, Safety 

Injection Phase의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3은 주증기관파단사고시 원자로

용기 및 노심에서의 중요한 열수력 현상을 보여준다. 상부헤드의 축적열은 상부

헤드에서의 기포 생성에 큰 향을 미치며, 이는 계통의 감압율에 향을 준다. 

따라서 상부헤드에서의 축적열이 척도법에 따라 적절하게 모의되어야 한다. 

2.2 원자로용기 및 모의노심의 척도해석

2.2.1 모의 노심

노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국소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먼저 단상 및 이상유동 하에서 Global Scaling에 의해 만족되어야 하는 무차

원 변수들이 Ishii 등에 의한 척도법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평가에서는 Global Scaling 및 국소 척도해석에 의해 나타난 척도왜곡의 평가

와 아울러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설계기준들이 나타나 있다. 척

도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Ishii, 1971; Ishii and Zuber, 1970; Ishii, 

1976; Ishii and Kataoka, 1983; Ishii et al., 1996; 문상기 등, 1998)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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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단상유동에 대한 Global Scaling

단상유동의 경우, 일차원 단면적 평균의 연속방정식, 유동회로에 대한 적분 운

동량방정식, 에너지방정식, 경계조건, 벽면에서의 에너지방정식을 사용한다.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도 변화는 열팽창계수와 온도 변화의 곱으로 정의

하고, 다른 모든 물성치는 상수라고 가정한다. 대표적인 변수들을 사용하여 위의 

방정식들을 무차원화하면 기하학적(Geometric), 운동학적(Kinematic), 역학적

(Dynamic) 및 에너지 상사변수(Similarity Parameters)들이 유도된다. 

단상유동에 대한 무차원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Richardson Number :

R ≡ 
gβΔTolo

u2o
≡

Buoyancy
Inertia force (2.1)

Friction Number :

Fi ≡ ( fld +K) i ≡
Friction

Inertia force (2.2)

Modified Stanton Number :

St i ≡ (
4hl o

ρ fCpfuod ) i ≡ 
Wall convection
Axial convection (2.3)

Time Ratio Number :

T
*
i ≡ (

l o/uo

δ
2
/α s ) i ≡ 

Transport time
Conduction time (2.4)

Biot Number :

Bii ≡ ( hδk s ) i ≡ 
Wall convection
Conduction (2.5)

Heat Source Number :

Qsi ≡ (
q'''s l o

ρ sCpsuoΔTo ) i ≡ 
Heat source

Axial energy change (2.6)

Pump Characteristic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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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 
gΔHd

u2o
 ≡ 

Pump head
Inertia (2.7)

Axial Length Scale :

Li ≡ l i/l o, (Lh ≡ l h/l o) (2.8)

Flow Area Scale :

Ai ≡ a i/ao (2.9)

위에서 Pump Characteristic Number는 강제순환의 경우에 추가되는 무차원 변수이

다. 수력학적 직경 di와 Conduction Depth δ 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i = 4ai/ζ i (2.10)

δ i = asi/ζ i (2.11)

여기서 a i, asi와 ζ i는 각각 i번째 부분의 유동 단면적, 고체 구조물의 단면적과 

Wetted Perimeter이다. 위의 무차원수에서 길이비와 면적비에 대한 무차원수는 1

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상사화를 위해서는 먼저 Friction Number와 Pump 

Characteristic Number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유

도되는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FiR = (f i
l i
d i
+Ki)

R

 ≡1 (2.12)

ΔHdR ≡ lR (2.13)

노심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보존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후 상세 계산을 

수행하도록 한다. 냉각수의 속도는 길이 척도비에 따라 약 0.71이 되며, 노심에서

의 온도 증가비는 1이 된다. 

노심가열봉과 유체사이의 열전달에 관계되는 무차원 변수의 상사화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먼저 노심 가열봉과 유체와의 열전달계수를 비교하여야 한다. 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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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난류 단상유동에서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단상 층류:

Nu = 4.36 (2.14)

단상 난류:

Nu = CRe
0.8
Pr

n (2.15)

여기서 C와 n은 상수이다. 열전달에 관계되는 나머지 무차원 변수들인 Time 

Ratio Number, Biot Number 및 Heat Source Number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기 위해서는 노심가열봉의 물성치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

(ρ siC psi)R ≡ 1 (2.16)

k siR ≡ 1 (2.17)

그러나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실험장치의 노심 전기가열봉의 재질이 다르므로, 

위의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전기 가열봉의 물성

치인 ρsCps의 값에 따라 노심출력을 변경시켜 Heat Source Number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상사화를 유지할 수 있다. 표 2.4는 400 ℃에서 기준원전 핵연료봉

과 실험장치 전기 가열봉의 도, 비열 및 열전도도에 대한 물성치 표를 보여준

다.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실험장치 전기 가열봉은 단일 물질이 아닌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핵연료봉 및 전기 가열봉 전체의 대표적인 물성치인 Heat 

Capacity(ρsCps)와 열전도도는 각 재질의 체적비에 따른 등가 물성치(Equivalent 

Property)를 사용하여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단, 가열봉 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

과 열전도를 나타내는 Bi 수는 표면 재질의 물성치를 사용하 다. 

표 2.5는 단상에 대한 Global Scaling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는 노심출력을 

100%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 다. 표 2.5에 나타난 것처럼 가열봉의 열전달과 

관계되는 무차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차원수는 잘 보존되고 있다. Modified 

Stanton Number, 난류에서의 Biot Number 및 Heat Source Number가 크게 왜곡되

고 있다. Modified Stanton Number의 비가 1보다 작음으로 인해, 실험장치에서는 

강제대류에 의한 유체의 열 제거량에 비해 벽면에서의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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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량이 작아 유체온도의 거동이 기준원전에 비해 느려진다. 또한 Heat Source 

Number가 작아짐에 따라 가열봉의 온도 거동도 기준원전에 비해 느려진다. 마찬

가지로 Biot Number비가 1보다 작아지는 난류 유동에서는 가열봉 표면에서의 온

도 Gradient가 기준원전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난류 유동에서 유체 및 가열봉에서

의 온도 거동은 기준원전에 비해 약간 느려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고 조건에서 

노심에서의 유동 조건은 층류이기 때문에, 가열봉의 물성치 차이에 의한 위의 척

도왜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2.1.2 이상유동에 대한 Global Scaling

Drift-Flux 모델을 이용한 이상유동의 상사변수들은 Ishii & Zuber(1970)와 Ishii 

& Jones(1976)에 의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개발되었다. 첫 번째 방법

은 노심입구에서의 작은 섭동(Perturbation)에 의한 전체계통의 반응을 고려한다. 

주요 변수들의 국부적인 반응은 미분방정식의 해로부터 얻어지며, 이를 통해 적

분효과(Integral Effects)가 구해진다. 이때 나타나는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무차원화하면 지배적인 상사변수들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적절한 

대표변수들을 선정하여 일차원 Drift-Flux 모델을 무차원화한 국부적 성격을 갖는 

상사변수들이 얻어진다. Ishii & Kataoka(1983)는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부터 얻어

진 결과들을 결합하여 이상유동에 대한 척도법을 개발하 다. 이렇게 얻어진 이

상유동에 대한 무차원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Phase Change Number (Zuber Number) : 

Npch = (
4q
'''
o δl o

duoρ fi fg )(
ρ fg
ρ g ) (2.18)

Subcooling Number :

N sub = (
Δi sub
i fg )(

ρ fg
ρ g ) (2.19)

Froude Number :

NFr = (
u
2
o

g l oα o )(
ρ f
ρ fg ) (2.20)

Drift-Flux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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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 = (
ugj
uo ) i  (or Void-Quality Relation) (2.21)

Time Ratio Number :

T
*
i = (

l o/uo

δ
2
/α s ) i (2.22)

Thermal Inertia Ratio :

Nthi = (
ρ sCpsδ

ρ fCpfd ) i (2.23)

Friction Number :

Nfi = ( f ld ) i [
1+x(ρ fg/ρ g)

(1+xΔμ/μg)
0.25 ](

ao
a i )

2

(2.24)

Orifice Number :

Noi = Ki [1+x
3/2
(ρ fg/ρ g)](

ao
a i )

2

(2.25)

실험장치의 운전 온도 및 압력이 기준원전과 동일하므로 Phase Change Number

는 실험장치와 기준원전에서 동일하다. 또한 Subcooling Number의 상사화로부터 

노심 입구 과냉도는 다음과 같은 척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Δi sub)R ≡ 1 (2.26)

기공률과 유량건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주요한 변수인 Drift-Flux Number의 

상사화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열평형식으로부터 입구로부터 수직거리 Z에서의 

국부건도는 다음과 같다.

xe = 
nq
''
πdrodZ

GAfi fg
-
Δi sub
i fg (2.27)

여기서 n, drod 및 Af는 노심 가열봉의 총 개수, 외경 및 노심의 총유동면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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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노심 설계 데이터를 위의 식 우변의 첫 번째 항에 대입할 경우 첫 번째 

항은 보존된다. 따라서 노심에서의 열역학적 건도의 비가 보존된다. 이상유동 조

건에서 국부건도가 아주 작은 Subcooled Boiling 역을 제외한 비등 역에서 열

역학적인 평형을 가정한다면, 유량건도(Flow Quality) x는 열역학적 건도 xe와 같

아진다. 따라서 Subcooled Boiling이 지배적이지 않는 사고 시나리오 모사에서는 

유동건도의 비가 1이 됨을 가정할 수 있다. 

Drift-Flux Number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d = 
ugj
uo
 = 

≪ugj≫

uo
+(Co-1)

< j>
uo (2.28)

위 식에 나타난 Void-Fraction-Weighted Mean Drift Velocity와 Distribution 

Paramet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gj≫ ≡ 
<αugj>

< α> (2.29)

Co ≡ 
< α j>
< α>< j> (2.30)

여기서 < >는 유동 단면적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상유동에 대한 

무차원수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단면적에 대한 평균값이지만, 편

의상 여기서는 < > 기호를 생략하 다. Distribution Parameter Co는 일반적으로 압

력 및 기하학적 형상의 함수로서 실험장치 노심의 경우 기준원전과 동일한 운전 

압력/운전 온도를 가지므로 CoR = 1이 된다. 혼합물의 겉보기 속도 j는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j = (1 + Δρx/ρ g)uo (2.31)

건도가 보존되므로 겉보기 속도 j의 비는 속도비와 같은 0.707을 갖는다. 

Void-Fraction Weighted Mean Drift Velocity에 대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Collier 

and Thom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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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y-Slug Flow Region

≪ugj≫ = 2[
σgΔρ

ρ2f ]
1/4

(2.32)

Turbulent Slug Flow

≪ugj≫ = 0.35[ gΔρdρ f ]
1/2

(2.33)

Zuber 등의 유동양식 무관 상관식

≪ugj≫ = 2[
σgΔρ

ρ2f ]
1/4

(2.34)

물과 증기의 각상의 겉보기 속도와 기공률은 다음과 같으며, 상사성을 만족한

다.

j f = (1-α)uf = 
G(1-x)
ρ f (2.35)

j g = αug = 
Gx
ρ g (2.36)

Drift-Flux Model에 의해 기공률은 다음과 같다.

α = 
j g

Coj+≪ugj≫ (2.37)

노심가열봉과 유체사이의 열전달에 관계되는 무차원수의 상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상 유동에서의 열전달계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Chen 등의 

Nucleate Boiling에서의 이상유동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ollier and Thome, 1994).

hTP = hNCB+hc (2.38)

여기서 hNCB와 hc는 각각 Nucleate Boiling과 Convection에 의한 열전달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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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ucleate Boiling에 의한 열전달계수는 압력과 벽면온도의 Superheating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벽면온도의 Superheating이 보존된다고 가정하면 실험장치에서 

보존된다. 그러나, Convection에 의한 열전달계수는 Dittus-Boelter Type의 상관식에 

의해 결정되고, 노심에서의 Convection 열전달계수 비는 0.76이 된다. 따라서 

Nucleate Boiling에 의한 열전달이 지배적인 역에서는 이상 열전달계수가 대략 

보존된다. Film Boiling에서의 열전달계수는 Bromley의 상관식(Collier and Thome, 

1994)에 따라 결정된다. Bromley의 Film Boiling 열전달계수는 압력과 벽면온도 

Superheating의 함수이며, 벽면온도의 Superheating 차이에 이한 Film Boiling 열전

달계수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실험장치에서는 잘 보존된다. 

이상유동에서의 무차원수에 대한 척도해석 결과가 표 2.6에 나와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열전달과 관련된 2 개의 무차원수와 Time Ratio Number를 제외하

고는 비교적 잘 보존됨을 알 수 있다. 또한 Drift Flux Number는 압력에 따른 큰 

향이 없으며, 단지 매우 낮은 혼합물 겉보기 속도에서 기준원전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은 Drift Flux Number의 비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

타난 것처럼 Drift Flux Number의 왜곡은 크지 않다. 

2.2.1.3 국소 현상 척도해석

1) 기포율 및 혼합물 수위

Chexal 등의 기포율 상관식을 이용하여 노심에서의 기포율 및 혼합물의 수위비

는 그림 2.4와 같다. 기포율 및 혼합물 수위의 척도왜곡은 계통압력에 따라 특별

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혼합물의 겉보기 속도가 낮은 

역에서는 기포율이 기준원전보다 약간 작아진다. 혼합물의 수위도 잘 보존되

며, 기포율이 매우 큰 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혼합물의 수위에 대한 왜곡이 커진

다. 이는 기포율이 큰 역에서는 액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기포율의 조그만 차이가 혼합물 수위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noda(1990)의 노심 및 증기발생기의 증기발생계통에 대한 기공률 상관식은 아

래와 같으며, 이는 기하학적 형상에 무관한 식이다.

α = C 1 (
ρ g
ρ l
) 0.24 Ku

C 2 (
j g
j
) 0.6 (2.39)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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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  
j g ρ

0.5
l

[gσ(ρ l-ρ g)]
0.25

C 1 = 0.63,    C 2=0.6          if   Ku <  3.3

C 1 = 0.8,     C 2=0.4          if   Ku ≥ 3.3

그림 2.5는 위의 Anoda 상관식에 따른 노심에서의 기포율비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기포율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노심에서

의 기포율 및 혼합물 수위는 잘 보존됨을 알 수 있다. 

2) 이상 유동양식

노심에서 이상 유동양식은 각종 열수력학적 물리적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

수이므로, 이상 유동양식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상유동시 노심에서 발생되는 유

동양식의 상사성을 평가하기 위해 Mishima와 Ishii(1984)의 이상 유동양식 천이요

건을 사용하 다. 이상 유동양식 천이조건은 다음과 같다.

Bubble Flow To Slug Flow Transition

α = 0.3                                                 (2.40)

   or

j f = ( 3.33Co -1)j g-
0.76
Co (

σgΔρ

ρ
2
f )

1/4

(2.41)

Slug Flow to Churn Flow Transition

α = 1-0.813[
(Co-1)j+ 0.35 Δρgd/ρ f

j+0.75 Δρgd/ρ f (Δρgd
3
/ρ fν

2
f)
1/18 ]

0.75

(2.42)

Churn-to-Annular Flow Transition

j g = 
Δρgd
ρ g

(α-0.11) (2.43)

Annular-to-Annular Mist Flow Transition

j g = (
σgΔρ

ρ2g )
1/4

N-0.2μf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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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μf = μ f/[ρ fσ σ/gΔρ]
1/2 (2.45)

노심에서 각종 물성치의 비, 겉보기 속도비, 수력학적 직경 등의 비를 위 식들

에 대입하여, 유동양식 천이곡선에 대한 결과가 그림 2.6과 2.7에 나타나 있다. 

그림 2.6은 Bubbly-to-Slug Flow 천이곡선에 대한 액체의 임계겉보기 속도비를 척

도법에 따른 속도비로 나눈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매우 낮은 기체의 겉

보기 속도 역을 제외하고는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2.7은 Slug-to-Churn Flow 

천이곡선이 노심에서 매우 잘 보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lug-to-Churn Flow 

천이점에서의 임계 기포율이 잘 보존되고 있다. 식 (2.43)의 Churn-to-Annular 

Flow 천이점에서의 기체의 임계겉보기 속도는 기포율의 함수로서, 실험장치에서

의 기포율이 보존된다고 가정하면 노심에서의 척도 왜곡비(임계겉보기 속도비/척

도법에 의한 속도비)는 1.414가 된다. 즉 실험장치에서는 Churn-to-Annular Flow의 

천이가 늦게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 (2.44)의 Annular-to-Annular Mist Flow 

천이점에서의 기체의 겉보기 속도비에 대한 척도왜곡비도 1.414가 되어, 천이가 

늦게 발생한다. 

3) Flow Reversal

Flow Reversal Point는 환상류에서 수직벽면을 따라 하향으로 흐르는 액막

(Liquid Film)이 상향으로 흐르는 증기의 속도가 어느 한계값 이상이 됨에 따라 

방향이 역전되어 상향으로 흐르게 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Flow Reversal 

Point는 수직관에서 간헐류(Intermittent (Churn) Flow)에서 환상류로의 천이조건과 

관계가 있으며, 환상류의 발생에 대한 하한값(Lower Limit)을 나타낸다. 

Wallis(1969)와 Ishii(1977)의 Flow Reversal Point에 대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1) Wallis 

j
*
g = 0.9                                                 (2.46)

 where j*g= j gρ0.5g [gdΔρ]-0.5 (2.47)

(2) Ishii 

j
*
g = α-0.11                                                 (2.48)

 where α = 
j g

Coj+ 2(σgΔρ/ρ
2
f)
1/4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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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is의 식에서 무차원화된 기체의 임계겉보기 속도가 보존되기 때문에, 실제 기

체의 임계겉보기 속도에 대한 척도 왜곡비는 다음과 같아진다.

j gcR
uR
 = 

d
0.5
hyR

lR (2.50)

따라서 노심에서의 Flow Reveral에 대한 척도 왜곡비는 1.414가 된다. 이는 실험

장치에서 Flow Reversal이 늦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Ishii의 상관식에서도 기포율

이 보존된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Onset of Entrainment Criteria for Film Flow

환상류에서 액막으로부터의 Entrainment는 증기와 물의 상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Disturbance Wave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과 증기의 유량에 의

존한다. 액막의 Reynolds Number가 약 200 이하인 낮은 액체 유량일 경우에는 

"Smooth" 혹은 "Rippled" 액막 역으로서, 매우 높은 증기의 유량의 경우에도 액

막으로부터 Entrainment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액막에서의 Entrainment의 발생

에 대한 Ishii(1977)와 Ishii & Grolmes(1975)의 상관식과 Govan 등의 상관식(1988)

은 다음과 같다. 

(1) Ishii(1977) or Ishii & Grolmes(1975)

for Ref <  1635

μ fj g
σ (

ρ g
ρ f )

0.5

 ≥ 11.78N
0.8
μfRe

-1/3
f (2.51)

for Ref ≥ 1635

 
μ fj g
σ (

ρ g
ρ f )

0.5

 ≥ N
0.8
μf (2.52)

여기서 N μf는 식 (2.45)와 같고, Ref = ρ f j fd/μ f 이다.

(2) Govan et al.(1988)

for Ref <  200 (Laminar, Smooth or Ripple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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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f crit = 
G f critd

μ f
 = exp [5.8504+0.4249(

μg
μ f )(

ρ f
ρ g )

1/2

] (2.53)

for Ref ≥ 3000 (Fully Turbulent Film)

     j g =  1.5×10-4(ρ f/ρ g) 1/2σ/μ g (2.54)

위 식에 나타난 것처럼 Entrainment가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기체의 임계겉보기 

속도에 대한 척도왜곡비(임계겉보기 속도비/척도법에 의한 속도비)는 난류에서는 

1.414가 된다. 즉 난류에서는 두 상관식 모두 실험장치에서 Entrainment가 늦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층류에서 기체의 임계겉보기 속도비에 대한 척

도왜곡비는 두 상관식이 각각 1.588과 1.414를 나타낸다. 따라서 Entrainment가 발

생하는 기체의 겉보기 속도비는 층류와 난류 조건 모두에서 왜곡되어 노심에서

의 Entrainment는 늦게 발생한다.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및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심 상부에서의 Entrainment 

및 De-Entrainment는 액적의 거동을 지배하는 중요 인자이다. 액적의 거동에 따라 

고온관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흐르는 이상 유체의 건도가 결정되고, 이는 증기발

생기에서의 열전달 및 증기 응축에 향을 준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에서의 

Steam Binding 현상 등이 향을 받아, 최종적으로 노심의 수위, 노출 거동 및 파

단유량 등에 향을 준다. 아직까지 기준원전과 같이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

는 조건에서의 Entrainment 및 De-Entrainment에 대한 실험이나 적용 가능한 상관

식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노심 상부에서의 액적의 거동은 기하학적 형상

에 크게 지배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노심 및 노심 

상부에서의 기하학적 형상을 보존하여 액적이 거동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5) Flooding Phenomena

플러딩 현상은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열수력 현상 중의 하나

이다. 그러나 플러딩 현상은 입출구의 형상, 응축효과의 향, 시험관의 기하학적 

형상 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일반화된 상관식을 얻기 힘들다. 

플러딩 현상에 대한 상관식은 많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상관

식은 Wallis 형식과 Kutateladze 형식의 상관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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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llis Type Correlation

j
* 1/2
g  + mj

* 1/2
f  = C (2.55)

where, m = 0.8 ~ 1, C = 0.7 ~ 1.0

Wallis Type Correlation에서 사용된 무차원변수 jg
*
는 식 (2.47)에 정의된 것과 같

으며, 일반적으로 원형관과 환상관의 경우 각각 수력학적 직경 및 환상관의 평균 

원주길이(Average Circumference of the Annulus)가 사용된다. 상수 m이나 C는 시

험관의 출구 형상에 의존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상수로 취급된다.

(2) Kutateladze Type Correlation

K1/2g  + mK
1/2
f  = C (2.56)

Kuk = 
ρ
1/2
k j k

[gσΔρ]1/4
,   where k = f or g (2.57)

위의 식에서 C나 m은 주로 시험관의 형상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상수로 취급

하거나 다음과 같이 무차원수 D*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f(D *)                                                 (2.58)

D
*
 = D[ gΔρσ ]

1/2

(2.59)

일반적으로 식 (2.59)에 의한 무차원 직경이 40보다 작으면 Small Diameter로 정

의하고, Wallis Type의 플러딩 상관식이 사용된다. 노심에서는 기준원전 및 실험

장치에서 모두 무차원직경이 40보다 적기 때문에 Wallis Type의 플러딩 상관식을 

사용하여 플러딩 척도왜곡을 평가하 다. Wallis 플러딩 상관식에 의해 구해진 기

체의 임계겉보기 속도는 이상적인 척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j* 1/2gcR

uR
 = 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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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Wallis 상관식에 의한 노심에서의 식 (2.60)의 값을 나타낸다.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장치에서의 값이 기준원전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딩은 상

대적으로 실험장치에서 늦게 발생한다. 그림의 X 축에 나타난 무차원화된 액체

의 임계겉보기 속도가 1에 근접함에 따라 척도왜곡이 커지는 이유는 기체의 임

계 겉보기 속도에 대한 무차원화된 값의 절대값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우 작은 기체의 임계 겉보기 속도에 따라 오차(혹은 비)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플러딩 현상은 증기와 물의 이상류일 경우 증기의 응축에 관련되어 

있지만 노심에서는 증기 응축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노심 가열봉 열적 거동

기준원전의 핵연료봉을 모의하는 노심 가열봉은 사용된 재질의 차이로 인한 물

성치의 차이 및 Reduced Height로 인한 가열봉 가열 길이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실제 핵연료봉과 다른 열적 거동을 보일 수 있다. 핵연료봉 혹은 가열봉의 열에

너지는 축적열과 붕괴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노심 가열봉의 열적 거동을 보존

하기 위해서는 붕괴열, 축적열, 표면에서 유체로의 열전달, 유체의 열제거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열은 노심 출력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붕괴열: QdR = aR

√
lR

- 축적열: Qs = ρCpV∆TW/t

- 표면에서의 열전달량: Qr = hAH (TW − Tf )

- 유체의 열제거량: Q f = ṁ  ∆ hf

위의 모든 열은 노심 출력 비에 따라 aR

√
lR  = 1/203.6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와 같이 설계할 경우 노심 가열봉의 직경 및 가열봉 개수에 관한 척도비 및 데

이터는 다음과 같아진다. 

- 노심 가열봉 직경: dR =
√

lR  -> d = 6.86 mm

- 노심 가열봉 개수: nR = aR/lR  -> n = 790

위의 척도 해석의 결과는 노심 가열봉 표면에서의 열유속이 보존되고, 가열봉의 

총 열전달면적이 노심 출력비를 따름을 의미한다. 만일 가열봉의 직경비를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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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심 가열봉 개수와 가열봉 길이비를 결정하게 되면 실험장치는 노심 가열

봉 열적 거동을 보존하기 위해 Full-Height 실험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위에 나타

난 것처럼 Reduced Height로 설계할 경우 요구되는 노심 가열봉의 수가 너무 많

아져서 노심 가열봉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진다. 

표 2.7은 가열봉 직경을 보존한 실증실험장치와 가열봉의 직경을 보존하지 않

는 이상적인 척도법 사이의 척도비 등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ATLAS 

가열봉의 열전달 면적이 약 1/287이 되어 유체에 의한 열제거량이 작아지고, 가

열봉 표면에서의 열유속은 약 1.410배 커진다.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실제 노심 

가열봉의 물성치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축적열의 비는 척도비에 따른 값보다 약 

1.288배 커지게 되고, 유체에 의한 열제거량은 줄어들어 ATLAS 가열봉의 온도의 

절대값은 기준원전보다 높아진다. 

먼저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실증실험장치의 노심 전기 가열봉의 정상상태 온

도 분포를 계산하 다. 여기서 정상상태는 100% 출력 조건에서의 온도, 압력 조

건이며, 전기 가열봉의 선출력은 척도비에 따른 값을 사용하 다. 기준원전의 핵

연료봉과 ATLAS 전기 가열봉의 형상 및 각 위치에서의 온도 계산결과가 그림 

2.9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가열봉의 최대 온도 및 표면에서의 온

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의 핵연료봉 표면에서의 온도

비는 약 1.056으로 전기 가열봉에서 약간 더 큰 값을 보 다. 

7) 노심 Shroud 재질 선정

노심 Shroud의 재질은 강수부 비등 현상과 관련한 축적열 관점에서 결정하

다. 단 여기서의 축적열 평가는 원자로용기 및 노심 Shroud에 대해서 노심 가열 

길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행하 다. 기준원전 및 ATLAS 실험장치의 축적열은 다

음과 같다.

- 기준원전 MCp = 67442.63 kJ/℃

- ATLAS 이상적인 MCP = 67442.63/288 kJ/℃ = 234.18 kJ/℃

- ATLAS 원자로용기만의 MCP = 575.02 kJ/℃

따라서 축적열은 척도법에 의한 값보다 약 2.6배 증가하여, 노심 Shroud의 재질은 

ρCp의 값이 작은 재질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는 STS-304 및 각종 세라믹에 

대한 물성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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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도 ρ (kg/㎥) 비열 Cp (kJ/kg-℃) ρCp (kJ/℃)
STS-304 7947 0.528 4197

BN 1891 1.480 2799
Al2O3 3605 1.130 4074
MgO 2738 1.180 3229

세라믹 BN이 가장 작은 ρCp 값을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노심 Shroud 재질로 판

단된다. 따라서 STS-304와 BN을 노심 Shroud로 사용하 을 경우에 대한 강수부 

비등과 관련한 총 MCP 값은 다음과 같다. 

- STS-304 사용: 776.47 kJ/℃ (척도왜곡비: 3.32)

- BN 사용: 709.36 kJ/℃ (척도왜곡비: 3.03)

위의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강수관 비등과 관련한 총축적열 관점에서 STS-304 

혹은 BN의 사용에 있어 축적열 척도왜곡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비용, 제작성 

등의 측면에서 STS-304를 노심 Shroud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8) 노심 지지격자

대형냉각재상실사고시 막비등 열전달 역에서 PCT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다. 일반적으로 지지격자는 부수로 혼합 증가 및 난류 증가로 열전달 크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지격자에 의한 열전달 증대효과 및 임계열유속 증

대효과는 아래와 같이 지수함수의 형태로 떨어진다(Groeneveld 등, 1999).

Nu
Nuo

 =  1+A exp (-B Z
Dhy ) (2.61)

여기서 Z는 지지격자로부터의 거리

A= (0.47+4.81x e(1-x e )
0.105)Kob , 

B=0.13 , 

Kob=9.3797( tan ( (Aob/A f)
2
π/2))

1.088: 지지격자 단상 Loss Coefficient

CHFapp/CHFo =  1+0.55 exp (-0.015 Zd 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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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실험장치의 노심 지지격자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척도법

에 따라 노심 지지격자의 형상손실 계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상 및 

동일한 개수의 지지격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준원전의 노심에는 11개의 지지격

자가 사용되고 있고, 지지격자 사이의 거리가 약 400 mm이다. 따라서 지지격자 

사이의 간격을 길이비(1/2)에 따라 조절할 경우 지지격자 간격 거리는 약 200 

mm로서 지지격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작아진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의 

노심 지지격자의 수는 위의 식들에 나타난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 증대효과를 보

존하기 위해 지지격자 간격 및 수량을 결정하 다. 그림 2.10은 지지격자의 간격

과 열전달 증대효과를 보여주며, 여기서 열역학적 건도 및 Flow Obstruction Ratio

는 각각 0.8과 0.3을 사용하 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지지격자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지지격자에 따른 열전달 증대효과는 기준원전과 비슷해진다. 그림 2.11은 

열역학적 건도에 따른 지지격자의 간격과 열전달 증대효과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ATLAS 노심 지지격자 간격에 따른 열전달 증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열전달 증대효과비

  - 지지격자 간격 200 mm: (Nu/Nuo)R = 1.05 ~ 1.42

  - 지지격자 간격 300 mm: (Nu/Nuo)R = 1.01 ~ 1.10

(2) CHF 증대효과비

  - 지지격자 간격 200 mm: (CHF/CHFo)R = 1.071

  - 지지격자 간격 300 mm: (CHF/CHFo)R = 1.033

ATLAS의 원자로용기에서는 척도비에 따른 값보다 큰 압력강하 예상된다. 따라

서 노심 지지격자에 대한 열전달 및 CHF 증진비로부터 지지격자의 간격을 약 

300 mm 정도로 하여, 노심 가열부에 7개의 지지격자가 설치되고, 노심 상하부에

서 가열봉 지지를 위해 지지격자를 3개를 설치하여 총 10개의 지지격자가 설치

된다. 

2.2.2 강수관

노심을 제외한 원자로용기내의 기타 구조물은 열원(Heat Source) 및 Heat Sink

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단상유동에 대한 Global Scaling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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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구조물에서는 Friction Number와 압력강하가 일차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

러한 두 개의 변수는 상세설계에서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되도록 할 예정이

므로, 본 척도해석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길이비 및 유동면적비 등도 기준원전과 

거의 비슷하게 설계되었으므로, 단상유동에서 Global Scaling 관점에서의 척도왜

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척도해석에 사용된 강수부에 대한 자세한 

설계 데이터가 표 2.8에 나타나 있다. 

2.2.2.1 표면장력의 향 및 Cap Bubble 발생에 대한 척도 왜곡 평가

강수관에서 Cap Bubble의 발생에 따른 유동양식의 보존 및 플러딩과 관련된 표

면장력의 향을 보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수관 Gap의 크기를 이상적인 척도

비보다 크게 설계하 다. 이에 따라 강수관에서의 유동면적 및 냉각수 체적은 이

상적인 값보다 크게 설계되었다. 

종합실증실험장치의 최소 크기를 결정할 때 맨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준

원전에서는 기대되지 않는 열수력 현상이 실험장치의 크기로 인해 나타나는 것

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준원전에서는 표면장력의 향이 없다면 실험장

치는 이러한 표면장력의 향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을 가져야 한

다. 최소 강수관의 크기는 플러딩의 관점 혹은 유동양식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 (2.62)와 같이 정의되는 무차원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

의 플러딩 속도가 감소하다가, 무차원 직경이 32 - 40 이상이 되면 플러딩 속도

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는 무차원 직경이 40 이상이 되면 임계 Kutateladze 수

가 무차원 직경에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D
*
dhy = [ gd

2
hyΔρ

σ ]
1/2

 = 32-40 (2.62)

따라서 위 식으로 정의되는 무차원 직경이 32 - 40 이상의 값을 가지면 표면장력

의 향이 없고, 이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된다. 플러딩의 관점에서 위의 식에

서는 수력학적 직경을 사용하 다. 그림 2.12에 나타난 것처럼 기준원전에서는 

표면장력의 향이 발생하지 않지만, ATLAS의 강수부에서는 표면장력의 향이 

약 80 bar 이하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강수부에서 발생하는 유동양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Cap Bubble의 생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기준원전의 강수부는 매우 큰 Gap 크기를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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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유량이 증가되어도 슬러그 유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실험장치의 

강수부 Gap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증기유동에 의해 발생된 기포가 강수부 벽면

을 채워 슬러그 유동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강수부 Gap 크기의 기준은 강수부에

서 발생될 수 있는 Cap Bubble의 크기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된다. 

기포류에서 기포의 상승속도(Rise Velocity)와 Taylor Bubble의 상승속도는 다음

과 같다.

vsb = 1.53[
gΔρσ

ρ
2
f ]

1/4

 : Bubble rise velocity (2.63)

vTb = 0.35[ gDΔρρ f ]
1/2

 : Taylor bubble rise velocity (2.64)

만일 기포류에서 기포의 상승속도가 Taylor 기포의 상승 속도보다 커지면, 기포

들이 앞서가는 Taylor 기포의 끝에 도달하여 뭉쳐지게 되므로 기포류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식들로부터 기포류가 생성될 수 있는 임계 직경은 다음과 같

다. 

Dcrit = 19.11[ σ
gΔρ ]

1/2

(2.65)

D
*
gap = [ gW

2
gapΔρ

σ ]
1/2

 = 19.11 (2.66)

Cap Bubble 발생 여부에 대한 기준 식 (2.66)을 계산한 결과가 그림 2.13에 나

타나 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약 80 bar 이상에서는 Cap Bubble의 발생 여부

가 보존되지만, 그 이하의 압력에서는 Cap Bubble이 발생되지 않고 슬러그 유동

으로 바뀐다. 따라서 계통압력이 80 bar 이하에서는 Cap Bubble의 발생 여부가 

보존되지 않는다. 

2.2.2.2 강수부 다차원 현상

강수관에서 발생되는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은 강수부의 Aspect Ratio L/D의 비

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LBLOCA시 강수부에서 발생하는 안전주입수 우회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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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기 위해서는 Aspect Ratio가 1에 가까워야 한다. ATLAS 실험장치는 기준

원전에 비해 작은 체적 및 직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심, 하부 플레넘 및 강

수관 등에서의 냉각수 비대칭 온도 분포 등을 모의하기 힘들어진다. Full-Height 

실험장치(1/288 체적비, 1/1 길이비), 이상적으로 척도화된 축소길이 ATLAS 및 

실제 ATLAS에 대한 Aspect Ratio (L/D)R는 다음과 같다. 

- Full-Height (VR = 1/288): (L/D)R = 16.97

- Reduced-Height Ideal ATLAS (LR = 1/2, VR = 1/288): (L/D)R = 6.00

- Reduced-Height Actual ATLAS (LR = 1/2, VR = 1/288): (L/D)R = 5.94

따라서 ATLAS 실험장치는 Full-Height 실험장치에 비해 매우 작은 Aspect Ratio를 

가지므로 다차원현상 모의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다차

원현상 모의에 척도왜곡 발생하며, 따라서 원자로용기 및 강수관에서의 다차원현

상 왜곡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증기관파단사고, ECCS Bypass, 냉각수 

혼합, 비대칭 열수력 현상 등에 향을 줄 것이다. 

2.2.2.3 강수관에서의 플러딩 현상

플러딩 현상은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열수력 현상 중의 하나

이다. 플러딩 현상은 LBLOCA의 사고전개에 중요한 변수이지만, SBLOCA에서는 

사고전개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열수력 현상으로 LBLOCA 고유의 열수력 현

상이다. 플러딩 현상은 입출구의 형상, 응축효과의 향, 시험관의 기하학적 형상 

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일반화된 상관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강수관 환상부에서의 플러딩 상관식은 다음과 같이 조건에 따라 세 가지 상관식

으로 정리될 수 있다(Glaeser, 1992). 세 번째 상관식은 강수관에서 다차원 효과를 

고려하여 UPTF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플러딩 상관식이다. 

(1) Wallis-Type Correlation 

for ( 0 ≤ davπ[g(ρ l-ρ g)/σ] 1/2 ≤ 400)

J *1/2g  + 0.8J *1/2l  = 0.4 (2.67)

(2) Kutateladze-Type Correlation 

for ( 400 ≤ davπ[g(ρ l-ρ g)/σ] 1/2 and g 1/3L/ν2/3g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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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2
g  + 0.82K

1/2
l  = 1.80 (2.68)

(3) UPTF Correlation 

for ( 5400 ≤ g 1/3L/ν2/3g )

K
1/2
g (

ν
2/3
g

g
1/3
L )

1/2

 + 0.011K
1/2
l  = 0.0245 (2.69)

여기서,

J*k =  
j kρ

1/2
k

[gπdav(ρ l-ρ g)]
1/2 , k = g or l (2.70)

Kk =  
j kρ

1/2
k

[gσ(ρ l-ρ g)]
1/4 , k = g or l (2.71)

L = 0.5πdoutersin
2
(0.5θ ECC-BCL) : characteristic geometrical length

식 (2.67)의 Wallis-Type 상관식은 Kutateladze 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달리 표

현할 수 있다.

K
1/2
g  + 0.8K

1/2
l  = 0.4[ gπ

2d2avΔρ

σ ]
1/8

(2.72)

Flooding에 대한 척도해석은 UPTF에서 제시한 3차원 유동을 고려한 상관식을 

사용하지 않고, Wallis-Type 상관식과 Kutateladze-Type 상관식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두 상관식의 경계 조건식 d avπ[g( ρ l-ρ g)/σ] 1/2의 값에 따르면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의 강수관에서 동일하게 Kutateladze-Type의 플러딩 상관식이 적용된다. 

그림 2.14는 강수관에서의 플러딩 척도왜곡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장치에서 플러딩은 늦게 발생하고, 매우 큰 무차원 액체 겉보기 속도에서는 

척도왜곡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노심의 플러딩에서와 같은 현상이다. 

2.2.2.4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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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k 상의 겉보기 속도(Superficial Velocity)는 다음 식과 같다.

j k = 
Gxk
ρ k
 = 

Wxk
ρ kAf (2.73)

열원과 열침원인 노심과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수력학적 상사화가 보존되고, 파단

부위에서의 누설유량 및 건도가 척도비에 따라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강수관에 

유입되는 혼합질량유량 W와 건도 x는 보존된다(단, 강수관에서 응축현상 등은 

무시함). 계통의 압력이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강수관에서의 

겉보기 속도의 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j kR = 
WR
AfR

 = 
uRaR
A f,dcR

 = lR (
aR
A f,dcR ) (2.74)

여기서 aR은 실험장치의 면적비(1/144)이고, Af, dcR은 강수관에서의 실제 면적비

(1/101.10)이다. 즉 강수관에서 겉보기 속도비는 이상적인 척도비에 의한 속도비

가 아니고, 강수관의 면적비가 1/144가 아니기 때문에 겉보기 속도는 이상적인 

척도법에 의한 값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강수관에서 겉보기 속도비는 약 0.5가 

된다. 

강수관에서의 기포율은 다음과 같은 드리프트 플럭스 상관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α = 
j g

Coj+ ugj (2.75)

Bubbly and Churn Turbulent Bubbly Flow

ugj = 2[
σgΔρ

ρ
2
f ]

1/4

, Co = 1.13 (2.76)

Slug Flow

ugj = 0.56[
gΔρdhy
ρ f ]

1/2

, for D*hy = Dhy/ σ/(gΔρ) ≤ 3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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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j = 3.0[
σgΔρ

ρ2f ]
1/4

, for D*hy = Dhy/ σ/(gΔρ) ≥ 30 (2.78)

Co = 1.2-0.2 ρ g/ρ f (2.79)

위의 식에서 보통 Distribution Parameter Co는 유동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존

하지만, 본 척도왜곡 평가에서는 원형관에 대한 식을 사용하 다. 식 (2.76)에 나

타난 것처럼 Bubbly Flow에서는 드리프트 속도가 물성치만의 함수이지만, Slug 

Flow에서는 물성치와 수력학적 직경에 의존한다. 그러나, 큰 직경을 갖는 유동 

채널에서는 수력학적 직경에 무관하게 식 (2.78)과 같아진다. 기준원전 및 실험장

치의 강수관에 대한 무차원 직경 Dhy
*
의 값을 계산하면, 기준원전에서는 무차원 

직경값이 30보다 훨씬 크지만, 실험장치의 강수관에서는 약 30 bar 이하에서는 

30보다 작은 값을 지닌다. 위의 식들을 사용하여 실험장치와 기준원전에서의 기

포율비를 계산한 결과가 그림 2.15와 2.16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겉보기 속도

는 기준원전에 대한 값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강수관에서는 낮은 겉보기 속

도(기준원전 기준 약 0.1 m/s 이하)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기포율이 잘 보존된

다. 

2.2.2.5 강수관에서의 이상 유동양식

강수관에서 이상 유동양식은 각종 열수력학적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

므로, 강수관에서의 이상 유동양식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상유동시 강수관에서 

발생하는 유동양식의 상사성을 평가하기 위해 Mishima와 Ishii의 이상 유동양식 

천이요건을 평가하 다. Mishima와 Ishii의 이상 유동양식 천이조건은 처언류에서 

환상류로의 천이조건을 제외하고는 노심에서와 같은 식이다. 처언류에서 환상류

로의 천이조건은 관의 수력학적 직경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Churn-to-Annular Flow Transition

for a small tube,

   j g = 
Δρgdhy
ρ g

(α-0.1) and α >  αm (2.80)

for a larger tube given by D >  
σ
Δρg

Ν
-0.4
μf /(

1-0.11Co
Co )

2

(2.81)



- 30 -

   j g = (
σgΔρ

ρ2g )
1/4

N-0.2μf (2.82)

그림 2.17과 2.18은 기포류-슬럭류, 슬럭류-처언류에 대한 유동양식 천이에 대한 

척도왜곡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기포류-슬럭류의 유동양식 천이는 

실험장치에서 매우 빨리 발생하며, 이는 낮은 기체의 겉보기 속도에서 더욱 심해

진다. 그러나 슬럭류-처언류에 대한 유동양식 천이는 잘 보존된다. 처언류-환상류

에 대한 유동양식 천이는 강수관에서의 수력학적 직경에 따라 서로 다른 식이 

사용된다. 기준원전의 강수관에서는 모든 계통압력 범위에서 식 (2.82)의 Larger 

Diameter Tube에 의한 상관식에 지배되지만, 실험장치의 강수관에서는 약 60 bar 

이상의 압력에서만 동일한 상관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60 bar 이상의 조건에서는 

처언류-환상류의 유동양식 천이 조건에 대한 기체의 임계겉보기 속도에 대한 척

도왜곡이 1/ lR = 1.414가 되어, 유동양식 천이가 실험장치에서 늦게 발생한다. 

60 bar 이하의 조건에서는 처언류-환상류의 유동양식 천이조건은 식 (2.82)와 

(2.80)의 비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j gcR
uR
 = 

1
uR

Δρgd hym
ρ g

(αm-0.11)(
σgΔρ

ρ2g )
-1/4

N0.2μf (2.83)

위의 식에서 기포율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기포율은 임계 기포율 

αm(식 (2.42)의 우변항)보다 크며 대부분의 역에서 임계 기포율 αm은 약 0.8이

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포율 대신 임계기포율을 사용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

다. 그림 2.19는 처언류-환상류에 대한 유동양식 천이에 대한 척도왜곡을 보여준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0 bar 이상에서는 척도왜곡비가 1.414이지만, 60 bar 

이하에서는 서로 다른 상관식이 사용되어 척도왜곡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즉 

60 bar 이하에서는 실험장치에서 처언류-환상류의 유도양식 천이가 매우 빨리 발

생하게 된다. 

2.2.2.6 ECCS Bypass 현상

DVI관 파단 사고시 안전주입수가 DVI 노즐을 통해 노심 배럴에 부딪쳐 액막

을 형성하여 강수부 하단으로 유입할 때 노심 및 저온관을 통해 강수부에 유입

되는 고온의 증기는 액막이 이동을 방해하여 액막의 형상을 변형시키며 액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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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액적을 발생시킨다. 발생된 액적은 고온의 증기와 접촉하여 응축열전달 등을 

일으키고 ECCS Bypass 현상에 향을 주며 대부분 파단 부위를 통해 방출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전주입수 액막에서의 액적 발생 개시점, 액적 발생량 

및 액적의 초기 크기 등이 액적이 거동과 관련하여 중요해진다. 

ECCS Bypass 현상을 모사하는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액적발생 조건은 식 

(2.51)과 (2.52)를 사용할 수 있다. 강수관에서의 액적발생 조건에 대한 척도왜곡

은 다음과 같다.

for Ref ≥ 1635, 
j gcR
uR
 = 

1
lR
 = 1.414 (2.84)

for Ref <  1635, 
j gcR
uR
 = 

j
-1/3
fR

lR
 = 1.786 (2.85)

따라서 액적 발생은 실험장치에서 늦게 발생하게 되어, ECCS Bypass되는 냉각수

의 양이 작아질 것이다. ATLAS 및 기준원전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 및 DVI관 파

단사고시의 재관수 역에서의 압력/온도 조건을 이용하여 위의 Reynolds수를 계

산해보면 대부분의 사고에서 액막의 Reynolds수는 난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수부에서 ECCS 액적 발생 시점에서의 기체의 겉보기 속도는 기준원전보다 

1.414배 커져, 액적의 발생이 늦어진다. 

액막으로부터의 액적의 발생은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진다 (Ishii and Zhang et 

al., 1994).

εd h
μ f
 =  6.6×10

- 7
(Re fWe)

0.925
(μ g/μ f)

0.26

(2.86)

여기서 We =  
ρ gj

2
gd h
σ

(Δρ/ρ g)
1/3
으로 정의된다.

위의 식에 강수부에서의 실제 겉보기 속도비와 수력학적 직경을 대입하여 계산

하면 액막에서의 액적발생량 /
√

lR  = 1/30.62가 되어, ATLAS에서의 액적 발생은 

기준원전에 비해 매우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초기 액적의 크기는 다음 식에 의

해 주어지며 ATLAS와 기준원전에서의 초기 액적의 크기비는 약 1/1.05로 잘 보

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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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0.028
σ

ρ gv
2
r

Re
- 1/6
f Re

2/3
g (ρ g/ρ f)

- 1/3
(μ g/μ f)

2/3

(2.87)

MIDAS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강수부에서의 안전주입수 우회 현상은 다음과 같은 

Wallis 무차원수에 의해 결정된다(윤병조 외, 1999). 

- j
*
k= j k/(

gDg(ρ f-ρ g )
ρ k )

1/2

, 여기서 Dg = 강수부 간극 크기

- 강수관에서의 겉보기 속도비: j kR=0.5  (유동면적 증가)

- Wallis 무차원수비(ATLAS Actual): j*kR=0.5/(1/8.8) 1/2=  1.483

- Wallis 무차원수비(ATLAS Ideal): j*kR=0.5/(1/8.8) 1/2=  2.45

- Wallis 무차원수비(ATLAS Full Height): j*kR=0.5/(1/8.8) 1/2=  4.12

따라서 현재의 강수부 설계는 Ideal R/H 혹은 F/H 실험장치보다 더욱 안전주입수 

현상을 기준원전에 가깝게 모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2.2.7 증기 응축 현상

과냉의 ECC 냉각수가 강수부내 환상형 공동에 유입되면, 고온의 증기와 차가

운 냉각수간의 열전달 현상에 의해 증기의 응축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기의 

응축은 증기의 속도를 감소시켜 플러딩을 지연시키게 된다. 소형파단사고의 경우

에 HPSI에 의한 DVI 주입속도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각한 Jet 

Break-Up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주입되는 냉각수가 대부분 강

수부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막 형태의 유동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본 해석에서는 DVI 냉각수가 강수부에서 물막을 형성한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응축량을 계산하 다. 물막에서의 증기의 응축에 의한 증기의 응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윤병조 외, 1999).

Wcond = 
hAc(Tsat-TECC)

h fg (2.88)

여기에서 h는 증기 응축 열전달 계수이다. 물막이 정체되었으며, 물막에서 상간

의 상대속도에 의한 Wave 형성을 무시하여, Reynolds Analogy를 이용하면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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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계수 상관식을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h
ug
 = Re

-0.2
g (2.89)

따라서 기준원전에 대한 실험장치의 응축량의 비는 다음과 같아진다.

W condR = hRAcR = ugRRe
-0.2
gR AcR = u

0.8
gRd

-0.2
hyR AcR (2.90)

위 식에 의해 강수부에서 증기 응축량은 강수부에서 다음과 같아진다.

W condR =  7.77× l RaR (2.91)

즉 강수관에서의 증기 응축량은 척도법에 의해 요구되는 값보다 많아진다. 이는 

강수관의 직경은 감소하 지만 표면열전달면적이 이상적인 척도 값보다 크게 증

가하 기 때문이다. 

Reynolds Analogy를 사용하지 않고, 층류와 난류에 대한 액막 응축열전달계수에 

대한 평가에 의한 응축량의 비는 Nusselt 방정식과 Colburn의 상관식으로부터 다

음과 같다(Collier and Thome, 1994). 

hR = Γ
-1/3
R  : 층류 (2.92)

hR = Γ
0.2
R  : 난류 (2.93)

여기서 

Γ = 
m'

π(Do+Di)  : Mass flow rate per width (2.94)

따라서 층류와 난류에 대한 증기 응축량의 비는 다음과 같아진다. 

W condR =  22.953× l RaR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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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condR =  4.969× l RaR (2.96)

즉, 실험장치에서는 식 (2.91), (2.95), (2.96)에 나타난 것처럼 증기 응축량이 과도

하게 된다. 이는 증기 응축 열전달계수의 척도왜곡도 있지만, 증기응축에 필요한 

면적이 척도법에 의한 값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 

2.2.2.8 ECCS Jet Breakup and Impingement Phenomena

DVI 노즐을 통하여 강수부에 유입되는 SIT 및 HPSI 유동은 고속으로 원자로용

기 노심 배럴(Core Barrel)에 부딪친 후 액막(Liquid Film) 및 액적(Liquid Droplet)

의 형태로 강수부 하단으로 유입된다. 액막 또는 액적 형태의 안전주입수는 저온

관 혹은 노심으로부터 유입되는 증기를 응축시키거나 또는 유입 증기에 의해 파

단부로의 안전주입수 직접 우회(Direct Bypass) 현상이 발생한다. 파단부로 위회되

지 않고 강수부 하단으로 유입되는 안전주입수는 강수부 하단에 점차 축적된다. 

강수부에 축적되는 안전주입수에 의한 강수부 수위 상승 거동은 노심에서의 재

관수 열전달에 의한 노심 냉각 착수 시점에 큰 향을 미친다. 

DVI 노즐을 통한 안전주입수는 Jet 형태로 노심 배럴에 부딪쳐서 대부분 액막

의 형태로 노심 배럴을 따라 강수부 하단으로 하강한다. 이 때 일부의 안전주입

수는 액적을 형성하여 노심 배럴 혹은 원자로용기 벽면에 재수착하여 액막을 형

성하거나 고온의 증기에 의해 증발될 수 있다. 이러한 액막 및 액적의 거동은 강

수부 상부 역에서 증기와 안전주입수 사이에 발생하는 증기 응축 현상 및 안

전주입수의 직접 위회 현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Jet의 붕괴 길이(Jet Disintegration Length)와 강수부 간극의 크기의 비교를 통해 

안전주입수 Jet가 노심 배럴에 부딪치기 전에 붕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상 Jet의 경우에는 안전주입수와 증기의 상대속도에 따라 Jet는 두 가지의 모드

로 Break-Up하게 된다. Obot and Ishii(1989)의 연구에 따르면 Jet Break-Up Length 

LB는 Weber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Ishii and Zhang et al., 1994).

for  Wegr ≡ 
ρ gv

2
rD J
σ

 <  3.5

LB
D J
 =  595 μ f v fJ/σ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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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We gr >  3.5

LB
D J
 =  1110 μ f v fJ/σ (Wegr )

- 0.5

(2.98)

여기서 vr, v fJ , DJ는 각각 상대 속도, Jet의 속도 및 Jet의 초기 직경이다. 위에 

나타난 것처럼 상대 속도가 커짐에 따라, 즉 Wegr > 3.5, Jet의 Break-Up Length는 

크게 감소하며, Jet Break-Up은 Capillary수(µ fvfJ/σ )와 증기의 Weber수에 의해 지

배된다. 

Jet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액적의 크기는 열전달, 응축 및 안전주입수의 우회 

등에 크게 향을 준다. Jet의 붕괴에 의한 평균 액적의 크기는 다음의 식과 같다

(Ishii and Zhang et al., 1994).

d =  0.028
σ

ρ gv
2
r

(Re J )
0.5
(ρ g/ρ f)

1/3

(2.99)

초기에 Jet가 붕괴되면 초기 액적의 크기는 위의 식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기 액

적이 상대적으로 크면 액적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초기 액적의 크기가 안정된 

구형 액적 크기 한계를 초과하면, 액적은 이러한 안정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붕

괴하게 된다. 구형 액적의 안정된 크기 한계는 다음과 같다.

d sl =  4( 2σgΔρ )
1/2

N 1/3μg (2.100)

N μg =  μ g/[ρ gσ σ/gΔρ]
1/2 (2.101)

붕괴되지 않은 Jet(Intact Jet) 혹은 붕괴된 Jet가 노심 배럴에 충돌하여 노심 배럴 

표면에 액막을 형성하는지 혹은 노심 배럴에 충돌 후 튀어 나오는지의 평가는 

Impact Weber수에 의해 지배된다. Impact Weber수가 80보다 크면 Jet 혹은 액적은 

표면 장력보다 큰 관성력에 의해 액막이 형태로 노심 배럴을 따라 흐르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Jet 혹은 액적은 노심 배럴에 충돌 후 튀어 나오게 된다. 여기서 

Impact Weber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Ishii and Zhang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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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m ≡ 
ρ f v

2
fJ d

σ (2.102)

위의 식에서 d는 액적 혹은 Jet의 직경을 나타낸다. 

대형냉각재 사고와 DVI관 파단시의 SIT 혹은 HPSI의 주입시 일차계통의 압력

을 각각 0.5 MPa과 4.0 MPa로 설정하여, 안전주입시 Jet Impingement 현상에 대

하여 계산한 결과가 표 2.9와 2.10에 나타나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안전주입

수의 Break-Up Length는 강수부의 간극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안전주입수 Jet는 

붕괴되지 않고 노심 배럴에 직접 충돌하게 된다. 기준원전과 ATLAS에서 SIT 안

전주입수는 노심 배럴에 충돌 후 액막을 형성하여 노심 배럴을 따라 강수부 하

단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HPSI 안전주입수는 기준원전에서는 노심 배럴에 충돌 

후 액막을 형성하지만, ATLAS 실험장치에서의 Impact Weber수가 약 80에 가까

워 노심 배럴에 충돌 후 안전주입수가 튕겨 나올 수 있다. 따라서 ATLAS 실험

장치에서는 HPSI 주입시 안전주입수의 응축, 열전달 및 직접 우회가 기준원전보

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2.2.2.9 강수부 열손실 및 척도 왜곡

축소모의 실험장치에서의 구조물의 열전달과 관련된 척도왜곡은 크게 열손실 

및 축적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소모의 실험장치는 주위 대기로의 열

전달 표면적이 척도비보다 크기 때문에 크기 효과에 의해 열손실이 증가한다. 또

한 실험장치의 특성상 플랜지 등의 기계적인 접합부 및 계측기 연결 통로 등의 

노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에서의 열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열손실에 의한 

척도왜곡은 일반적으로 사고 진행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는 소형파단사고 등에

서 사고 전개에 향을 미친다. 증가된 열손실은 유체의 온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계통의 압력이 더 빠르게 감압되어 안전주입수의 작동 시점이 빨라진다. 또

한 벽면에서의 증기 응축량이 많아져 기포율 및 이상유동 양식에 향을 미쳐 

파단 유량이 변화하게 되어 냉각수 재고량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축소모의 실험장치는 냉각수 체적에 대한 구조물의 체적비가 기준원전에 비해 

증가하기 때문에 축적열이 증가하게 된다. 구조물로부터 유체로의 축적열 방출 

시상수(Time Constant)는 구조물의 얇은 두께 및 증가 열전달면적으로 인해 감소

하게 된다. 축적열에 의한 척도왜곡은 대형파단사고 및 소형파단사고 등에서 사

고 전개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파단사고에서는 초기에 증가된 축적열에 의

해 사고 초기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소형파단사고 등에서는 Re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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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에서부터 Long-Term Cooling Phase에서 척도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증

가된 축적열은 과도한 열전달에 의해 유체의 온도를 증가시켜 계통의 압력은 기

준원전보다 큰 값을 유지하게 된다. 증가된 축적열은 열손실이 미치는 향과는 

반대의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ATLAS 실험장치의 경우에는 원자로용기에서의 열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며, 원자로용기 외벽에 설치된 열손실보상계통을 통해 열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열손실되는 양만큼을 노심 출력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축적열의 경우에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

서 축적열에 대한 척도왜곡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질량, 열전달 표면적 등

이 조절되어야 하며, 척도왜곡 정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구조물에서의 축적열 및 구조물 표면에서 열전달량에 따라 구조물의 질량 및 

열전달 표면적의 척도비는 다음과 같아진다.

- 축적열 방출량: Qs = ρCpV∆TW/t  -> QsR≡ aR

√
lR

- 표면에서의 열전달량: Qr = hAH (TW − Tf )  -> QrR≡ aR

√
lR

- 구조물의 열적 거동(Lumped Heat Capacity System 가정):

Tw − T∞
Twi − T∞

 = e − [ ]hA/ρCpV t

- 구조물이 열적 거동 시상수

τ =
ρCpV

hA
 -> τR =

√
lR

여기서 편의상 초기 온도  Twi를 갖는 가열봉이 t = 0에서 T∞에 노출 되었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위의 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조물이 질량과 열전달계수 및 

표면적비가 척도화 되어야 한다. 

- 구조물 질량: [ρCpV ]R = aRlR  = 1/288.0

- 열전달 표면적비: hRAHR = aR

√
lR  = 1/203.6

- 시상수: τR =
√

lR

대형냉각재상실사고시 사고 후반에 발생하는 강수부에서 안전주입수 비등과 

관련한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수부에서의 축적열과 관련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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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이 척도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강수부에서의 비등 현상 등과 관련된 축

적열은 원자로용기, 노심지지배럴(Core Support Barrel) 및 노심 Shroud와 관련되

어 있다. 노심지지배럴 및 노심 Shroud의 축적열에 사용된 구조물의 체적 및 무

게는 강수부와의 접촉 여부와 구조물 안쪽에 냉각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냉각

수 유동면적의 비에 따라 구분하 다. 표 2.11은 구조물의 열전달 면적, 무게, 축

적열 및 시상수비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열전달면적비

는 약 9.06배 증가하 고, 구조물의 축적열은 약 2.54배 증가하 다. 만일 열전달

계수가 보존된다면 ATLAS 실험장치에서의 시상수는 기준원전보다 훨씬 작아진

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구조물의 축적열이 사고 초반에 빠르게 방출

될 것으로 파단되어, 사고 후반부에서 발생하는 강수부 비등은 기준원전에 비해 

작게 발생할 것이다. 

2.2.3 원자로용기

2.2.3.1 열손실 및 축적열

ATLAS 실험장치의 경우에는 원자로용기에서의 열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며, 원자로용기 외벽에 설치된 열손실보상계통을 통해 열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열손실되는 양만큼을 노심 출력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축적열의 경우에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

서 축적열에 대한 척도왜곡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질량, 열전달 표면적 등

이 조절되어야 하며, 척도왜곡 정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구조물에서의 축적열 및 

구조물 표면에서 열전달량에 따라 구조물의 질량 및 열전달 표면적의 척도비는 

다음과 같아진다.

- 축적열: Qs = ρCpV∆TW/t

- 표면에서의 열전달량: Qr = hAH (TW − Tf )

- 구조물 질량: [ρCpV ]R = aRlR  = 1/288.0

- 열전달 표면적비: AHR = aR

√
lR  = 1/203.6

ATLAS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에 대한 축적열 계산 결과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원자로용기 하부 플랜지의 무게는 800 kg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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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P) ATLAS (M) Ratio (P/M)
M×Cp 

(kg/K)

표면적 

(㎡)

M×Cp 

(kg/K)

표면적 

(㎡)
M×Cp 표면적

RPV vessel only 253,542 301.86 1130.93 7.76 224.19 38.92

RPV 내부 구조물 147,280 2,172 1102.36 11.74 133.60 185.02

원자로용기 총구조물 400,822 2,474 2,233.29 19.49 179.48 126.90

원자로용기내 축적열 및 표면적에 대한 척도왜곡비는 다음과 같다. 

- 축적열: 

원자로용기: 1.285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 2.156

원자로용기 총구조물: 1.605

- 표면적: 

원자로용기: 5.231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 1.100

원자로용기 총구조물: 1.604

따라서 강수부로의 과도한 축적열 방출, 원자로용기 내부에서는 너무 적은 축적

열 방출을 일으키며,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는 척도왜곡 발생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된다. 

2.2.3.2 원자로용기 냉각수 수위 분포

ATLAS 실험장치에서 강수부의 냉각수 체적이 이상적인 척도법에 의한 값보다 

크게 증가하 고, 이에 따라 노심 역의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냉각수 체적은 

이상적인 체적보다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2.20 ~ 2.21에 나타난 것처럼 강수관의 

수위는 실제보다 작아지고, 노심 역의 냉각수 수위는 실제보다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원자로용기 체적분포는 기준원전과 유사한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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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자로용기 및 모의노심의 기본설계

2.3.1 원자로용기

ATLAS의 원자로용기는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

이다. 그림 2.23에 나타난 것처럼 원자로용기는 크게 내부의 원통형 구조물, 반구

형을 갖는 상부 헤드 및 원자로용기와 내부 원통형 구조물 사이의 환상형 강수

부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원통형 구조물에는 원자로용기 하부에서부터 하부 플

레넘, 모의노심, 출구 플레넘, 상부 플레넘 및 상부헤드가 위치한다. 모의노심을 

구성하는 전기가열봉은 원자로용기 하부 플랜지에 용접되어, 지지격자 및 계측기

들이 설치된 상태로 원자로용기 하부로부터 원자로용기에 체결된다.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의 Base Metal 및 Clad의 재질은 각각 SA-508과 308 

Stainless Steel이며, 핵연료봉 및 제어봉을 제외한 모든 내부 구조물은 304 

Stainless Steel이 사용된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가열봉을 제외한 원자로용기 

및 모든 내부 구조물은 304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기준원전과 다른 재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축적열에 대한 분석은 다음에 기술되는 척도해석에서 자

세히 기술하 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설계 데이터가 표 2.12에 나타나 있으며, 표 2.13는 원자로

용기의 각종 부분에 대한 냉각수 체적비를 보여준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노

심 Shroud의 냉각수 체적이 모의되지 않았으며, 고온관 노즐(원자로용기 내부 부

분 제외) 및 저온관 노즐을 제외한 전체 냉각수 체적이 체적비를 만족하도록 설

계하 다. 대형냉각재사고 등에서 상부헤드와 상부 플레넘의 냉각수 재고량은 

UGSSP 및 CEA 안내관을 통해 노심 상부에 유입됨으로서 사고 초기 Blowdown 

Phase에서 발생하는 최대피복재 온도를 감소시킨다. 상부헤드를 반구형으로 제작

하면서 상부헤드에서의 냉각수 체적이 이상적인 값보다 적어졌지만, 상부헤드와 

상부 플레넘의 전체 냉각수 체적비는 보존 되도록 설계하 다. 동일한 이유로 출

구 플레넘과 노심 상부 비가열 역의 냉각수 체적도 체적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 다. 하부 플레넘의 냉각수 체적은 이상적인 값보다 작게 설계하 으며, 

강수부의 체적은 이상적인 값보다 크게 설계하 다. 강수부 및 하부 플레넘에서

의 냉각수 체적 왜곡과 관련된 냉각수 수위 척도왜곡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하 다. 

표 2.14에는 원자로용기내 각 계통의 고도를 보여준다. 본 표에서 고도 기준 

위치는 모의 노심의 가열봉 가열부 상단을 기준으로 하 다. 원자로용기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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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저온관, 고온관 및 DVI 노즐의 위치는 노즐 내부의 바닥면을 보존하도록 

하 다. 이는 파단시 이들 노즐의 바닥 위치에 따라 파단 유량 혹은 노즐로의 유

동이 변화되기 때문에, 유량을 보존하기 위해 바닥 위치를 보존하 다. 표에 나

타난 것처럼 강수부 하부 고도, 하부 플레넘 하부 고도 및 상부헤드의 상부 고도

는 척도비에 따른 값과 다르다. 상부헤드의 원통형 부분의 길이는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상부헤드를 반구형으로 제작함으로서 상부헤드의 상부 고도가 척

도비에 따른 고도보다 작게 설계 되었다. 하부 플레넘은 원통형 부분의 길이를 

보존하고, 반구형 부분의 체적 중심을 보존하고 하부 플레넘 전체를 원통형으로 

설계하 기 때문에, 이상적인 길이보다 작게 설계 되었다. 강수관의 하부 고도는 

설계 및 제작 등의 편의상 실제보다 약간 낮은 고도에 위치한다. 그러나 추후 모

의노심에 장착되는 계측기의 수량이 많아지면, 계측기 연결 통로를 설치하기 위

해 강수부 하부 고도는 표에 나타난 값보다 커질 수 있다.  

기준원전에는 노심을 위회하는 각종 우회유로가 존재한다. ATLAS에는 노심 

Shroud의 냉각수 체적이 모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 Shroud를 통한 우회유로

는 모의하지 않는다. ATLAS에서는 이러한 우회유로를 통한 유동면적, 질량유량 

및 압력강하가 척도비에 따라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ATLAS에서 모의하

는 노심우회 유로는 다음과 같다.

- 출구 노즐 틈을 통한 강수관에서 출구 노즐(고온관)로의 우회유로

- 정렬 홈을 통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의 우회유로

- 노심내의 각종 안내관을 통한 노심 우회유로

정렬 홈을 통한 강수부 상부와 상부헤드사이의 노심 우회유로는 사고시 상부헤

드에 축적된 고온의 증기가 강수관을 통해 방출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며, 계

통이 압력 거동, 노심 및 강수관 수위 변화, 노심 노출 및 최대피복재온도 등에 

간접적인 향을 미친다. 정렬 홈과 출구 노즐 틈을 통한 노심 우회유로는 원자

로용기 외부에서 관으로 모의하며, 우회유량을 측정하고 우회유로의 형상손실계

수 제어를 위한 유량계와 제어밸브가 설치된다. 

원자로용기의 강수부에는 4개의 저온관 노즐과 저온관 노즐 상부에 4개의 DVI 

노즐이 위치해 있다. 원자로용기 출구 플레넘에는 고온관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출구 플레넘에서 강수부를 관통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실험에 

필요한 각종 노즐, 계측기의 통로를 위한 노즐 및 예비 노즐들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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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관 노즐을 통해 원자로용기에 유입된 냉각수는 환상형 강수부, 하부 플레넘

을 통과하여 노심에서 가열된다. 가열된 냉각수는 노심 상부의 비가열 역 및 

출구 플레넘을 통해 2개의 고온관 노즐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유입된다. 표 2.15

는 원자로용기에 설치되는 각종 노즐들의 기술 사양을 나타내며, 그림 2.24는 고

온관, 저온관 및 DVI 노즐의 반경 방향 설치 위치를 보여준다. 

ATLAS 실험장치의 강수부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환상형으로 설계하 다. 그러

나 강수관의 간극 크기를 간극비 1/12에 따라 이상적인 값으로 축소하 을 경우 

강수부의 간극 크기는 약 20 mm가 된다. 강수부에서의 유동양식 및 표면장력의 

향을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큰 값을 갖는 강수부의 

간극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에서는 원자로용기의 상용 파이프로 사용하

고 원자로용기 내부 원통의 외경을 조절하여 강수부의 간극의 크기를 29.15 mm

로 설계하 다. 강수부의 간극의 크기가 척도비보다 커짐에 따라 강수부의 냉각

수 체적이 이상적인 값보다 크게 설계되었다. 고온관 노즐 틈을 통한 강수관과 

고온관 사이의 노심 우회유로는 두 개의 관으로 모의하며, 관에는 제어밸브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시운전시 계통의 특성 실험을 통해 이러한 우회유로에

서의 유량 및 압력강하가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제어밸브의 개도를 조절할 예정

이다. 

원자로용기의 정렬 홈을 통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의 노심 우회 유량은 

LOCA시 노심 상부에 존재하는 증기의 방출 통로 역할을 수행하여, 노심 상부의 

압력, 노심 냉각재 수위, 노심 노출, 피복재 온도 거동 등에 향을 미친다. 따라

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의 노심 우회 유량을 모의하기 위해 2개의 원형관이 

설치되어 있다. 원형관에는 우회 유량 및 압력강하를 모의하기 위해 제어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노심 우회 유량비를 실험 변수로 하여 강수부-상부 헤

드 노심 우회 유량의 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로용기 하부 플레넘은 노심 하부의 비가열을 역을 포함한다. 노심 하부

에 위치한 하부 플레넘의 냉각수 체적은 체적비에 따른 이상적인 값의 약 51%로 

설계하 다. 기준원전의 하부 플레넘은 원통부와 반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ATLAS 실험장치의 하부 플레넘은 기준원전의 원통부는 길이 척도비를 보존하

고, 기준원전의 반구형 하부 플레넘은 전체체적의 중심 위치의 고도 척도비를 보

존하도록 설계하 다. 기준원전의 하부 플레넘에는 LSSBP(Lower Support 

Structure Bottom Plate)와 ICISP(In-Core Instrumentation Support Plate)가 존재해 있

지만, 노심 가열봉이 하부플레넘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험장치에서는 하부 플레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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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조물은 모의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내부 구조물이 축적열 외에는 열수

력학적으로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LSTF 등

의 다른 종합실험장치에서도 하부 플레넘의 내부 구조물은 모의되지 않았다. 노

심 가열봉 외에 하부 플레넘에는 노심 안내관 및 노심 계측기들이 위치해 있고 

이들은 원자로용기 하부 플랜지를 통과한다. 

하부 플레넘과 강수관 사이의 벽면에는 기준원전의 Flow Skirt(or Flow Baffle)

을 모의하기 위한 유동 채널이 설치되어 있다. Flow Baffle의 유동구멍은 6개의 

사각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동면적, 수력학적 직경 및 중심 고도가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하 다. 또한 Flow Baffle의 중심 고도가 길이비에 따라 보존되도록 

설계하 다. Flow Baffle의 채널은 길이 120 mm, 너비 34.02 mm를 갖는다. 그림 

2.25는 Flow Baffle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표 2.16은 Flow Baffle의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기준원전의 Flow Baffle은 31.75, 67.82, 85.85 mm의 세 가지 크기를 갖

는 원형 유동구멍이 507개 설치되어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ATLAS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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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6은 노심과 강수부 사이에 위치한 노심 Shroud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

심 Shroud는 노심의 유동면적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심 Shroud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에 위치한 내부 Shroud는 Stainless 

316을 사용하 다.

노심 상부 비가열 역과 출구 플레넘 사이에는 FAP(Fuel Alignment Plate)가 

존재해 있다. FAP에는 CEA 안내관이 통과하고, 일차계통 냉각수의 흐름을 유지

하는 유동채널이 설치되어 있다. 사고시 노심 상부의 냉각수는 FAP를 통하여 노

심에 유입되거나, 노심의 냉각수 혹은 증기가 FAP를 통하여 고온관으로 유입되

기 때문에, FAP에서의 유동저항, 유동면적 등이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표 2.17과 그림 2.27은 FAP의 설계 데이터 및 형상을 보여준다. 

ATLAS 실험장치의 노심 상부에서부터 UGSSP(Upper Guide Structure Support 

Plate) 사이에는 4개의 CEA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다. 노심 상부에서의 기하학적 

형상은 노심 상부에서의 대향류, Entrainment 및 De-Entrainment 등에 향을 주기 

때문에, 노심 상부에서의 CEA 안내관의 형상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CEA 안내관의 유동면적, 길이, 피치, 내경 및 외경을 척도비에 따라 보존하 다. 

그러나 수력학적 직경은 약 2배 정도 크게 설계되었다. 표 2.18에는 CEA 안내관

의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기준원전의 CEA 안내관에는 제어봉이 설치되어 있

으며, CEA 안내관과 제어봉 사이의 환상유로를 통한 냉각수의 유동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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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실험장치에서는 CEA 안내관의 시작 지점을 Orificing 하여 압력강하 및 

유량을 척도비에 따라 보존하도록 추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따

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제어봉 구조물은 모의하지 않는다. 

출구 플레넘과 상부 플레넘 사이에는 UGSSP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동 채널 및 

CEA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어 출구 플레넘과 상부 플레넘 사이의 유로를 형성한

다. 표 2.19와 그림 2.28은 UGSSP의 설계 데이터 및 형상을 보여준다. CEA 안내

관의 설계와 비슷하게 UGSSP의 유동면적, 피치, 길이, L/D 등이 보존되도록 설

계하 다. UGSSP에서의 형상손실계수는 유동구멍의 유동면적 F0와 UGSSP 전단

에서의 유동면적 F1의 비가 보존될 경우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해진다. 

이는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가 형상손실에 의한 압력강하보다 작을 경우로서, 실

험장치에서는 이러한 F0/F1의 비가 보존되도록 UGSSP의 유동구멍을 설계하 다. 

CEA 안내관의 경우에는 위의 유동면적비가 약 1/1.2로서, 실험장치에서 압력강하

가 기준원전보다 약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CEA 안내관 하부와 노심 안내관 상부의 형상은 추후 압력강하 등을 계산하여 

상부 플레넘과 노심 상부로의 유동이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오리피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준원전 원자로용기의 상부 플레넘과 상부헤드에는 제어봉과 관련된 여러 가

지 구조물들이 존재하지만,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모의하지 않는다. 단 상부헤

드와 상부 플레넘 사이의 냉각수 유로의 유동면적과 하부 고도를 보존하여 설계

하 다. 그림 2.29는 UGS Barrel 측면의 유로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세 가지의 노심 우회유로를 모

의한다. 표 2.20과 표 2.21은 강수부와 상부 헤드 및 출구 노즐 틈을 통한 우회유

로의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표 2.22는 ATLAS 실험장치에서 모의하는 노심 우

회유로에 대한 압력강하 및 유량을 보여준다. 

표 2.23은 원자로용기 각 부분에서의 압력강하 설계 데이터를 나타낸다. 상세

설계 과정에서 본 표에 나타난 압력강하가 만족될 수 있도록 설계의 보완/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자로용기 외부 벽에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열손실 보상 계통(Heat 

Trac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증기가 생성되는 부위인 상부헤드에서의 

열손실의 척도왜곡은 증기 응축에 향을 주어 상부헤드에서의 기포율 및 압력

에 향을 준다. 

ATLAS 실증실험은 냉각수 온도 범위가 상온에서 약 340 ℃까지의 매우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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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수행되므로, 원자로용기 상세설계는 냉각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열응력

과 변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의 수명은 최소 20년 이상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내의 내부 구조물들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

물의 열팽창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도록 상세설계 되어야 한다. 필요시 원자로

용기 내부 구조물을 교체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물의 분리 및 체결이 용이하여야 한다. 

2.3.2 모의노심

ATLAS 실험장치에서 사용하는 노심 가열봉은 실제 핵연료봉이 아닌 전기가열

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원전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온도 변화 및 기포율 변화 

등과 관련된 반응도(Reactivity) 효과를 모의하기 힘들다. 또한 실제 핵연료봉과 

다른 재질을 가진 전기가열봉의 물성치는 피복재 온도 등에 향을 준다. 척도법

에 따라 전기가열봉의 열유속이 기준원전보다 
√
2배 크기 때문에 전기가열봉의 

온도가 이상적인 값보다 큰 값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전기가열봉 표면 온도의 절대 값보다는 온도 경향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질 예

정이다. 전기가열봉의 축적열 및 온도 거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절의 모

의노심 척도해석에서 자세하게 기술하 다 

노심에는 기준원전의 핵연료봉을 모의하기 위한 전기 가열봉이 설치되어 있다. 

전기가열봉은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동일한 외경, 가열 길이, 피치 및 배치를 

갖으며, 면적비 1/144에 따라 396개의 가열봉이 설치된다. ATLAS 실험장치의 노

심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기하학적 형상 및 배치를 가지므로 주요 열수력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인 수력학적 직경이 보존된다. 

척도법에 따른 100% 출력 상태시 총 노심출력은 기준원전의 1/203.65인 약 20 

MW가 되어, 노심 전원공급계통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매우 과대해진다. 대부

분의 사고에서 노심 출력은 사고 시작후 원자로정지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붕괴

열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 20 MW의 정력출력을 모의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실증실험장치에서도 붕괴열 수준만을 모의하는 실정이

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의 노심출력은 척도법에 따라 정상상태 노심출력값

의 약 8% 값에 여유도들 감안하여 1.96 MW(정상상태 값의 약 10%)로 설정하

다. 

전기가열봉은 원자로용기 하부플랜지에 용접되어 있으며 가열봉 하부를 통해 

전기가 유입되고 노심 상부에서 원자로용기에 접지된다. 노심가열봉은 AC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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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간접가열방식의 3상 440 V AC 전원을 사용한다. 원자로용기 하부플

랜지에는 노심 가열봉 및 노심내 유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출입 통로 역할을 

수행한 Fitting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30은 노심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노심 외곽에는 노심 Shroud가 설치되

며, 노심 Shroud를 통한 노심 우회유로는 모의 하지 않는다. 이는 노심 Shroud를 

통한 노심 우회 유량이 노심 유량에 비해 매우 작아서 실험장치에서 모의하고자 

하는 사고들에 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표 2.24는 노심, 노심 가열봉 및 

노심 안내관에 대한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노심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제

어할 수 있도록 하여, 노심 출력의 반경방향 분포를 모의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필요시에는 노심 출력의 반경방향 분포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노심의 반경 방향 그룹에 대한 설계 데이터가 표 2.25와 그림 2.31에 나타

나 있다. 노심 중앙에 위치하는 Central Region은 Hot Channel 효과를 고려한 실

험을 대비하여, 노심 가열봉의 출력을 Middle Region과 Outer Region보다 큰 값을 

가지도록 하 다. 노심 그룹의 구분은 전체적인 노심 배치와 각 그룹의 전원을 

측정하기 위한 상용 계측기(Current Transformer)의 정 도 및 확보 가능성을 고려

하여 설정하 다. 

단일 노심 가열봉에 대한 형상이 그림 3.32에 나타나 있다. 노심 가열봉은 기

준원전과  동일한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며, 가열봉의 수직방향 출력 분포는 대칭 

코사인 분포를 갖는다. 가열봉의 형상 및 배치가 기준원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노

심에서의 수력학적 직경이 보존된다. 노심 가열봉의 상부 및 하부 비가열 부위는 

냉각수 체적의 보존, 원자로용기 하부 플랜지에서의 용접 가능성, 고온 고압 조

건에서의 설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실제 핵연료봉은 노심 부위에만 

위치하지만 실험장치에서는 전원의 공급을 위해 원자로용기 하부플레넘과 하부 

플랜지를 통과하게 된다. 또한 노심 안내관도 하부플레넘까지 확장하 다. 노심 

가열봉 및 노심 안내관이 원자로용기 하부플레넘을 통과함에 따라 기준원전의 

하부플레넘에 위치한 각종 판 및 계측기 노즐 등은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모의

하지 않는다. 

기준원전의 노심에는 11개의 지지격자가 설치되어 있다. 이상적인 척도법에 의

하면 동일한 형상(즉 동일한 형상손실계수)을 갖는 동일한 수의 지지격자가 설치

되어야 한다. 이는 지지격자에 의한 전체 형상손실계수가 보존되어야 압력강하가 

길이비에 따라 축소되기 때문이다. 지지격자의 형상과 개수를 보존할 경우 지지

격자 사이의 간격이 기준원전의 약 400 mm에 비해 1/2로 줄어든 약 200 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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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갖게 된다. 지지격자의 간격이 너무 작아짐에 따라 지지격자 및 노심 가

열봉의 설치 등이 복잡해진다. 또한 모의 노심 가열봉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열

봉 상하부의 비가열부에 지지격자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노심 가열부위에 약 5 ~ 6개의 지지격자를 기준원전과 동일한 

형상 및 간격을 갖도록 설치하고, 비가열부위에 약 3 ~ 4개의 지지격자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 지지격자의 수가 약 8 ~ 10개가 되기 때문에 지

지격자에 의한 전체 형상손실계수는 기준원전보다 약간 작아지게 된다. 일반적으

로 실증실험장치에서는 기준원전에 비해 과도한 압력강하가 발생한다. 

2.3.3 요약 및 결론

ATLAS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 및 노심에 대한 기본 설계, 주요 열수력 현상 

분석 및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본 문서는 타계통과의 연계사항, 노심 가열봉 

구매 등을 위해 작성하 으며, 추가적인 해석 및 상세 설계는 별도의 문서에 기

술될 예정이다. 노심, 강수부 및 원자로용기에 대한 척도해석으로부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노심: 노심 가열봉의 열적 거동이 왜곡될 수 있다. 이는 열유속/선출력의 증

가, 열제거율의 감소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추후 과도기에서의 노심 가열

봉의 열적 거동이 자세히 평가되어야 한다. 

(2) 강수부: 강수부의 간극 크기에 따라 약 8.0 MPa 이하의 낮은 압력에서는 

강수부의 간극 크기의 향이 왜곡될 수 있다. 안전주입수의 우회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향을 준다. 강수부에서는 안전주입수에 의

한 증기응축이 과대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LBLOCA 사고 초기에 과도한 축

적열 방출에 따라 사고 후반부에서 강수부 비등이 억제될 수 있다. 

(3) 전반적인 척도해석: 구조물, 가열봉 등의 축적열 및 열적 거동을 제외하고

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다. 

본 기본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상세설계 및 제작 결과는 추후 별도의 상세

설계 보고서에 기술될 예정이다. 본 기본설계 보고서에 언급된 설계 데이터는 기

본 설계 단계에서의 값으로 정확한 설계 데이터는 추후 상세설계 보고서를 참조

하여야 한다.



- 48 -

표 2.1 APR1400 LBLOCA PIRT (Wilson et al., 2001)

Component/Phenomena Blowdown Refill Reflood LTC
Core

 - Stored energy release 5 2 N/A N/A
 - Fuel pellet heat transfer 5 5 5 5
 - Gap conductance 5 4 5 2
 - Clad conductance 2 2 2 2
 - Fuel rod heat transfer 5 5 5 5
 - Decay power 5 5 5 5
 - Flashing 5 N/A N/A N/A
 - Level N/A N/A 5 5
 - Entrainment in core (interfacial drag) 5 N/A 5 5
 - Multidimensional flow 4 2 4 3
 - Vapor superheat 3 4 5 5
 - Interfacial heat transfer 3 2 5 5

Spacer grids
 - Heat transfer effects 5 3 5 5

Downcomer
 - Vessel stored energy release 3 3 5 5
 - Core barrel stored energy release 3 3 4 4
 - Thermal shield stored energy release 3 3 4 4
 - DVI jet flow (core barrel impingement) 5 5 5 5
 - Coolant level 2 4 5 5
 - Entrainment/De-entrainment (bypass) 5 3 5 5
 - Condensation 5 5 5 5
 - Boiling in downcomer N/A N/A 5 5
 - Multidimensional flow 5 4 5 5
 - Countercurrent flow 5 3 4 4
 - Mixing 3 4 5 5
 - Noncondensible gas effect N/A N/A 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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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APR1400 DVI Line Break PIRT (Bang et al., 2003)

Component/Phenomena Pre-trip Post-trip Refill LTC
Core region
 - Fuel rod heat transfer 5 5 5 4
 - Decay power N/A 5 5 4
 - Interfacial drag 2 5 5 3
 - Interfacial heat transfer 3 4 4 2

Downcomer
 - Stored energy release 3 3 3 4
 - DVI jet flow (core barrel impingement) N/A 2 3 2
 - Coolant level (level oscillations) < 1 1 4 1
 - Entrainment (bypass) < 3 3 3 4
 - Condensation < 3 5 4 3
 - Multidimensional flow < 3 3 3 4
 - Countercurrent flow < 3 4 3 3
 - Mixing N/A 2 2 4
 - Noncondensible gas effect N/A N/A 4 N/A
 - Cold leg-downcomer-break flow < 3 5 4 4
 - Downcomer-lower plenum flow < 3 3 3 3

Upper head, upper plenum
 - Stored energy release < 2 4 < 2 N/A
 - Flow path: upper head to upper plenum < 2 4 < 2 N/A

Upper plenum
 - Flow path: upper plenum to core & hot leg < 2 5 5 < 1

Lower plenum
 - Stored energy release < 2 < 2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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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APR1400 Main Steam Line Break PIRT (Song et al., 2003)

Component/Phenomena Pre-trip Cool-down SI
Core region
 - Fuel rod heat transfer 5 5 5

Downcomer
 - Upper downcomer boron mixing < 1 < 1 4
 - Boron transport N/A N/A 4
 - Asymmetric mixing 3 4 4

Upper head, upper plenum
 - Stored energy release 2 5 3
 - Flashing 2 5 3
 - Flow path: upper head to upper plenum 2 5 3
 - Flow path: upper downcomer to upper head 2 5 3
 - Flow path: core to upper head 2 5 3

Lower plenum
 - Boron transport N/A N/A 4
 - Asymmetric mixing 3 4 4

표 2.4 기준원전 핵연료봉과 ATLAS 전기가열봉 물성치

Material Density
(kg/㎥)

Specific 
heat

(kJ/kg-K)

Thermal 
conductivity

(kW/m-K)

외경

(mm)
내경

(mm)

Zircaloy 6550 0.329 1.790E-02 9.7 8.43
Gas (Helium) - - - 8.43 8.26
UO2 10439 0.316 4.803E-03 8.26 0
NCF600 8295 0.511 2.000E-02 9.7 7.7
BN 1891 1.480 5.150E-03 7.7 5.5
Nichrome 8220 0.502 1.880E-02 5.5 4.2
Al2O3 3605 1.130 1.050E-02 4.2 0
MgO 2736 1.180 5.610E-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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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단상유동 Global Scaling 해석 결과

Scaling Ratio
설계변수 설계 데이터

길이비 1/2
면적비 1/143.8
속도비 1/1.414
노심 온도 증가비 1.00 
가열봉 직경비 1.00 
수력학적 직경비 1.00 
가열봉수비 1/143.6
유량비 1/203.6
질량 유속비 1/1.416

단상유동에 대한 Global Scaling
무차원수 비 설계 데이터

Richardson number, RR 1.00 
Friction number, FiR 1.00 
Axial length scale, LiR 1.00 
Flow area scale, AiR 1.00 
열전달계수비 (층류) 1.00 
열전달계수비 (난류) 0.76 
Modified Stanton number, StiR (층류) 0.71 
Modified Stanton number, StiR (난류) 0.54 
Time ratio number, T*iR 0.94 
Biot number, Bi*iR (층류) 0.90 
Biot number, Bi*iR (난류) 0.68 
QsiR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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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이상유동 Global Scaling 해석 결과

무차원수비 설계 데이터

Phase change number, NpchR 1.00 
Subcooling number, NsubR 1.00 
Froude number, NFrR 1.00 
Time ratio number, T*iR 0.94 
Thermal inertia number, NthiR 1.28 
Inlet subcooling, ∆∆∆isubR 1.00 
Exit quality, xeR 1.00 
Friction number, NfiR 0.71 
Orifice number, NoiR 1.00 
Superficial velocity, jR 0.71 
Drift flux number, NdR (Bubbly-slug) 1.40 ~ 1.05
Drift flux number, NdR (Turbulent slug) 1.40 ~ 1.05
Heat transfer coefficient, hR ~ 1
Modified Stanton number, StiR 0.71 
Biot number, Bi*iR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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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노심 가열봉 열적 거동 척도해석 비교

Parameter Actual (A) Ideal (I) A/I 1/A 1/I
Property (ρCp) ratio 1.284 1.000 1.284 0.779 1.000
Heat transfer coefficient ratio 1.000 1.000 1.000 1.000 1.000
Heater diameter ratio 1.000 0.707 1.414 1.000 1.414
No. of heater rods ratio 0.0070 0.0139 0.501 143.60 72.00
Core flow area ratio 0.0070 0.0069 1.001 143.80 144.00
Total heat transfer area ratio 0.0035 0.0049 0.709 287.20 203.65
Total heater volume ratio 0.0035 0.0035 1.003 287.20 288.00
Heater time constant ratio 1.2840 0.7071 1.816 0.78 1.41
Heat flux ratio 1.410 1.000 1.410 0.709 1.000
Decay heat ratio 0.0049 0.0049 1.000 203.65 203.65
Stored heat ratio 0.0063 0.0049 1.288 158.16 203.65
Heat removal ratio 0.0035 0.0049 0.709 287.20 203.65
Fluid energy ratio 0.0049 0.0049 1.001 203.36 203.65
Heater diameter, mm 9.70 6.86 1.414 - -
No. of heater rods 396 790 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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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강수부 설계 데이터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actual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강수관 전체 체적, ㎥ 32.765 1.79E-01 183.0 1.57 0.11 288.0
강수관 전체 길이, mm 10137.7 5220 1.9 1.03 5068.87 2.0
강수관 내경 (mm) 4115.816 350.00 11.8 1.02 342.98 12.0
강수관 외경 (mm) 4629.15 408.03 11.3 1.06 385.76 12.0
강수관 간극 크기 (mm) 256.67 29.02 8.8 1.36 21.39 12.0

강수관 평균 유동 면적 (㎡) 3.232 3.4548E-02 93.5 1.41 0.024 132.0

강수관 수력학적 직경 (mm) 470.57 58.03 8.1 1.36 42.78 11.0
강수관 L/D비 (-) 2.3185 13.7725 0.168 13.77 1.00 2.3
원자로용기 내부 표면적 (㎡) 147.432 6.69133 22.033 9.24 0.72 203.6
원자로용기 실린더 무게 (kg) 321322 2983.6 107.696 2.67 1115.70 288.0
CSB 외벽 표면적 (㎡) 131.8599 5.73969 22.973 8.86 0.65 203.6
CSB 무게 (kg) 80678.0 401.324 201.030 1.43 280.13 288.0
총 열전달면적 (㎡) 279.2919 12.4310 22.467 9.06 1.37 203.6
총 무게 (kg) 402000.0 3384.9 118.762 2.43 1395.83 288.0

M․Cp (kJ/℃) 202463.75 1787.58 113.26 2.54 703.00 288.0

시상수비, 단상 층류 - - 2.273 0.62 - 1.414
시상수비, 단상 난류 - - 0.245 5.78 -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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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SIT 안전주입수 Jet 현상 계산

SIT
APR1400

P1
(최소유량)

APR1400
P2

(최대유량)

ATLAS
M1

(최소유량)

ATLAS
M2

(최대유량)
P1/M1 P2/M2

Case 1: 낮은 압력 (0.5 MPa)

일차계통 압력 (MPa) 0.5 0.5 0.5 0.5 1.00 1.00 

SIT total flow rate (kg/s) 2500.00 4000.00 12.28 19.64 203.58 203.67 

Jet diameter (m) 0.21590 0.21580 0.01798 0.01798 12.01 12.00 

Initial jet velocity (m/s) 17.28 27.67 12.23 19.57 1.41 1.41 

Relative velocity (m/s) 17.28 27.67 12.23 19.57 1.41 1.41 

Wegr (-) 2.54E+03 6.51E+03 1.06E+02 2.71E+02 23.94 23.99 

Jet break-up length, LB (m) 1.77 1.40 0.61 0.48 2.92 2.91 

LB/DJ (-) 8.22 6.49 33.84 26.75 0.24 0.24 

Jet Reynolds number, ReJ (-) 6.74E+06 1.08E+07 3.97E+05 6.36E+05 16.96 16.96 

DB (m) 8.62E-04 4.25E-04 4.17E-04 2.06E-04 2.06 2.06 

Impact weber number, Weim (-) 9.37E+05 2.40E+06 3.91E+04 1.00E+05 23.96 24.00 

Case 2: 높은 압력 (4.0 MPa)

일차계통 압력 (MPa) 4 4 4 4 1.00 1.00 

SIT total flow rate (kg/s) 2500.00 4000.00 12.28 19.64 203.58 203.67 

Jet diameter (m) 0.2159 0.2158 0.01798 0.01798 12.01 12.00 

Initial jet velocity (m/s) 17.25 27.62 12.21 19.54 1.41 1.41 

Relative velocity (m/s) 17.25 27.62 12.21 19.54 1.41 1.41 

Wegr (-) 18960 48620 791.7 2027 23.95 23.99 

Jet break-up length, LB (m) 0.65 0.51 0.22 0.18 2.92 2.91 

LB/DJ (-) 3.01 2.38 12.38 9.78 0.24 0.24 

Jet Reynolds number, ReJ (-) 6.73E+06 1.08E+07 3.97E+05 6.35E+05 16.96 16.96 

DB (m) 2.26E-04 1.11E-04 1.09E-04 5.40E-05 2.07 2.06 

Impact weber number, Weim (-) 9.36E+05 2.40E+06 3.91E+04 1.00E+05 23.96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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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HPSI 안전주입수 Jet 현상 계산

HPSI APR1400
(P)

ATLAS
(M) P/M

Case 1: 낮은 압력 (0.5 MPa)
일차계통 압력 (MPa) 0.5 0.5 1.00 
HPSI total flow rate (kg/s) 120.00 0.59 203.63 
Jet diameter (m) 0.21590 0.01798 12.01 
Initial jet velocity (m/s) 0.83 0.59 1.41 
Relative velocity (m/s) 0.83 0.59 1.41 
Wegr (-) 5.85 0.24 23.95 
Jet break-up length, LB (m) 8.10 0.74 11.01 
LB/DJ (-) 37.50 40.91 0.92 
Jet Reynolds number, ReJ (-) 3.233E+05 1.907E+04 16.95 
DB (m) 1.294E-03 1.294E-03 1.00 
Impact weber number, Weim (-) 2,159.00 90.12 23.96 
Case 2: 높은 압력 (4.0 MPa)
일차계통 압력 (MPa) 4 4 1.00 
HPSI total flow rate (kg/s) 120.00 0.59 203.63 
Jet diameter (m) 0.2159 0.01798 12.01 
Initial jet velocity (m/s) 0.83 0.59 1.41 
Relative velocity (m/s) 0.83 0.59 1.41 
Wegr  (-) 43.69 1.824 23.95 
Jet break-up length, LB (m) 2.96 0.74 4.03 
LB/DJ (-) 13.72 40.9 0.34 
Jet Reynolds number, ReJ (-) 3.230E+05 1.905E+04 16.96 
DB (m) 1.000E-03 1.000E-03 1.00 
Impact weber number, Weim (-) 2,155.00 89.98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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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강수부 축적열 관련 변수 계산 결과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actual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원자로용기 내부 표면적 (㎡) 147.432 6.69133 22.033 9.24 0.72 203.6

원자로용기 실린더 무게 (kg) 321322 2983.6 107.696 2.67 1115.70 288.0

CSB 외벽 표면적 (㎡) 131.8599 5.73969 22.973 8.86 0.65 203.6

CSB 무게 (kg) 80678.0 401.324 201.030 1.43 280.13 288.0

총 열전달면적 (㎡) 279.2919 12.4310 22.467 9.06 1.37 203.6

총 무게 (kg) 402000.0 3384.9 118.762 2.43 1395.83 288.0

MCp (kJ/℃) 202463.75 1787.58 113.26 2.54 703.00 288.0

시상수비, 단상 층류 - - 2.273 0.62 - 1.414

시상수비, 단상 난류 - - 0.245 5.78 - 1.414

표 2.12 원자로용기 계통 설계 데이터

설계 데이터
기준원전* 

(P)
ATLAS 
(M)

척도비 

(M/P)
계통 운전 압력, bar 155.13 155.13 1

계통 설계 압력, bar 172.37 200.00 -

계통 설계 온도, ℃ 343.3 370.0 -

노심 입구 냉각재 온도, ℃ 290.6 290.6 1

노심 출구 냉각재 온도, ℃ 325.0 325.0 1

계통 냉각재 유량, kg/s 20991.6 103.08 1/204

노심 냉각재 유량, kg/s 20361.6 100.40 1/203

노심 우회 유량, kg/s 630 2.68 1/235

원자로용기 총압력강하, kPa 399.90 19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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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원자로용기 냉각수 체적 분포 (단위: ㎥)

Component APR1400
(P)

ATLAS 
actual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강수부 32.765 1.7905E-01 183.0 1.57 1.1377E-01

노심 Shroud bypass 6.813 0.0000E+00 - 0.00 2.3656E-02

하부 플레넘 (하부 노심 비가열부 포함) 19.157 3.3320E-02 574.9 0.50 6.6516E-02

노심 21.233 7.4810E-02 283.8 1.01 7.3724E-02

노심 안내관 (전체) 2.009 5.6610E-03 354.9 0.81 6.9769E-03

노심 상부 비가열 역 6.404 2.2230E-02 288.1 1.00 2.2235E-02

CEA 안내관 (노심 상부와 UGSSP 사이) 1.280 4.4462E-03 287.9 1.00 4.4442E-03

출구 플레넘 (RPV내 출구 노즐 역 포함) 13.009 4.1210E-02 315.7 0.91 4.5169E-02

상부 플레넘 43.778 1.6025E-01 273.2 1.05 1.5201E-01

상부헤드 11.967 3.2210E-02 371.5 0.78 4.1551E-02

총 체적 158.414 5.5319E-01 286.4 1.01 5.5005E-01

입구 노즐 2.461 - - - 8.5442E-03

출구 노즐 (원자로용기 내부면 바깥쪽만) 1.821 - - - 6.322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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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원자로용기 각 계통의 고도*

설계 변수

APR1400 ATLAS Ratio

Top
(E1)

Bottom 
(E2)

Top
(E3)

Bottom 
(E4)

Top 
(E1/E3)

Bottom 
(E2/E4)

노심 0.00 -3810.00 0.00 -1905.00 1.00 2.00 

하부 플레넘 -3810.00 -6288.48 -1905.00 -2536.55 2.00 2.48 

강수관 5449.47 -4688.28 2683.45 -2536.55 2.03 1.85 

노심 상부 비가열부 (to FAP top) 906.04 0.00 453.02 0.00 2.00 1.00 

저온관 1963.32 1201.32 687.96 600.66 2.85 2.00 

고온관 2115.72 1048.92 653.26 524.46 3.24 2.00 

DVI 노즐 3792.12 3576.22 1806.09 1788.11 2.10 2.00 

출구 플레넘 (to UGSSP Top) 2277.64 906.04 1138.82 453.02 2.00 2.00 

Fuel alignment plate 906.04 791.74 453.02 395.87 2.00 2.00 

UGSSP 2277.64 2176.04 1138.82 1088.02 2.00 2.00 

상부 플레넘 (from UGSSP Top) 6465.47 2277.64 3232.73 1138.82 2.00 2.00 

상부 헤드 7644.28 6465.47 3411.32 2724.73 2.24 2.37 

* 기준위치: 가열봉 가열부 상단 끝 (고도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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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원자로용기 노즐 설계 데이터

노즐 번호 설계 변수 사양 수량 중심 고도

N1-a, b 고온관 노즐 ~6" Sch160, ID 128.8 2 588.86 

N2-a, b, c, d 저온관 노즐 4" Sch160, ID 87.33 4 644.31 

N3-a, b, c, d DVI 노즐 ~1" Sch160, ID 17.98 4 1797.10 

N4 Safety Valve 1" Sch160 1 RPV 상부

N5 N2 gas injection nozzle 1/2" Sch160 1 강수관 상부

N6-a, b, c, d Alternative DVI nozzle ~1" Sch160, ID 17.98 4 강수관  (저온관 아래)

N7-a, b Vent valve 1/2" Sch160 2 RPV 상부

N8-a, b Drain valve 1/2" Sch160 2 RPV 하부

N9 Pressure relief valve 1/2" Sch160 1 RPV 상부

N10 Charging valve 1/2" Sch160 1 later

N11-a, b Hot leg leakage 1/4" tube 2 later

N12-a RPV vacuum line 1" Sch160 1 RPV 상부

N12-b Spare nozzle 1" Sch160 1 later

N13-a, b 강수관-상부헤드 우회 유로 1/8" tube 2 강수관-상부헤드

N13-c, d 강수관-상부헤드 우회 유로 1/8" tube 2 강수관-상부헤드

N14-a N2 gas injection nozzle 1/2" Sch160 1 RPV

N14-b Spare nozzle 1/2" Sch160 1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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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Flow Baffle 설계 데이터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Flow area, ㎡ 3.5275 0.0245 144.0 1.00 0.0245 144

No. of flow hole 507 6 84.5 - - -

Flow baffle length, mm - 120.00 - - - -

Flow baffle width, mm - 34.02 - - - -

Hydraulic diameter, mm 52.40 53.02 1.0 1.01 52.40 1

표 2.17 Fuel Alignment Plate 설계 데이터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FAP 두께, mm 114.30 57.15 2.0 1.00 57.15 2

No. of FAP flow holes 973 5 194.6 0.74 6.76 144

FAP flow diameter, mm - 57.32 - - - -

FAP flow area, ㎡ 1.857 1.289E-02 144.1 1.00 1.290E-02 144

Hydraulic diameter, mm 47.33 57.32 0.83 1.21 47.33 1

FAP coolant volume, ㎥ 0.212 7.367E-04 288.2 1.00 7.370E-04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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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CEA 안내관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Length of CEA tie rods, mm 1752.60 876.30 2.0 1.00 876.30 2

No. of CEA tie rods 788 4 197.0 0.73 5.47 144

CEA tie rod ID, mm 41.96 40.18 1.0 0.96 41.96 1

CEA tie rod OD, mm 66.04 66.04 1.0 1.00 66.04 1

Hydraulic diameter, mm 19.08 40.18 0.5 2.11 19.08 1

CEA tie rod flow area, ㎡ 7.303E-01 5.072E-03 144.0 1.00 5.072E-03 144

CEA tie rod coolant volume, ㎥ 1.280 4.444E-03 288.0 1.00 4.444E-03 288.0

L/Dhy, - 91.86 21.81 - - - -

Flow rate, kg/s 277.07 1.36 203.6 1.00 1.36 203.6

Pressure loss, kPa 133.10 66.55 2.0 1.00 66.5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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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Upper Guide Structure Support Plate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Length of UGSSP 101.60 50.80 2.0 1.00 50.80 2

No. of UGSSP flow hole 228 5 45.6 3.16 1.58 144

Flow hole size, mm 38.1/25.4/76.2 23.49 - - - -

Hydraulic diameter, mm 42.99 23.49 1.8 0.55 42.99 1

Flow area F0, ㎡ 3.125E-01 2.167E-03 144.2 1.00 2.170E-03 144

Net flow (down flow-up flow), kg/s 378.87 1.860 203.6 1.00 1.860 203.6

L/Dhy, - 2.36 2.16 1.1 - 1.18 -

Diameter of upper plenum, mm 3810 312 12.2 0.98 317.5 12

Cross-section of upper plenum F1, ㎡ 11.401 0.076 149.1 0.97 0.079 144

F0/F1, - 0.027 0.028 1.0 1.03 0.027 1

* F0: UGSSP Flow Hole Flow Area

  F1: UGSSP 전단에서의 총 유동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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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강수부와 상부헤드 노심 우회 유로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Bypass flow area, ㎡ 7.711E-03 6.038E-05 127.7 1.13 5.355E-05 144

Bypass flow rate, kg/s 101.932 0.50 203.6 1.00 0.50 203.65

Bypass flow fraction, %
(for core flow rate) 0.5 0.5 1.0 1.00 0.5 1.00

Bypass pressure drop, kPa 248.900 124.450 2.0 1.00 124.450 2

Effective form loss factor, - 2.122 2.122 1.0 1.00 2.122 1

No. of bypass line - 2.00 - - - -

Bypass line - 1/8" tube - - - -

Bypass line ID, mm - 6.02 - - - -

표 2.21 출구 노즐 틈 우회 유로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M)
Ratio 
(P/M)

Distortion 
Factor (M/I)

ATLAS 
Ideal (I)

Ratio 
(P/I)

Bypass flow area, ㎡ 1.468E-02 1.216E-04 120.7 1.19 1.019E-04 144

Bypass flow rate, kg/s 288.913 1.42 203.6 1.00 1.42 203.65

Bypass flow fraction, %
(for core flow rate) 1.4 1.4 1.0 1.00 1.4 1.00

Bypass pressure drop, kPa 345.482 172.741 2.0 1.00 172.741 2

Effective form loss factor, - 1.329 1.329 1.0 1.00 1.329 1

No. of bypass line - 2.00 - - - -

Bypass line - 1/4" tube - - - -

Bypass line ID, mm - 8.80 - - - -



- 65 -

표 2.22 노심 우회 유로 압력강하 및 유량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I) Ratio (P/I)

강수관-상부헤드 우회유로, 압력강하, kPa 248.88 124.44 2.00

출구노즐틈 우회유로, 압력강하, kPa 345.48 172.74 2.00

노심 Shroud 우회 유로, 압력강하, kPa 144.77 - -

노심 안내관 우회 유로, 압력강하, kPa 144.77 72.38 2.00

강수관-상부헤드 우회유로, 유량, kg/s 101.93 0.501 203.65

출구노즐틈 우회유로, 유량, kg/s 288.92 1.419 203.65

노심 안내관 우회 유로, 유량, kg/s 154.98 0.761 203.65

노심 Shroud 우회 유로, 유량, kg/s 84.168 - -

총 노심 우회유량, kg/s 630.00 2.68 235.05

표 2.23 원자로용기 압력강하 설계 데이터

Location in Reactor Vessel APR1400 
Forward (kPa)

Temperature
(℃) ATLAS

Inlet nozzle and 90o turn 53.09 290.56 26.55

Downcomer, lower plenum and support 
structure 103.42 290.56 51.71

Fuel assembly 125.48 307.22 62.74

Fuel assembly outlet to outlet nozzle 117.90 323.89 58.95

Total pressure loss 399.89 - 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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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노심 설계 데이터

설계 변수
APR1400

(P)

ATLAS 
actual

(M)

Ratio 
(P/M)

Distortion 
Factor(M/I)

ATLAS 
Ideal (I)

Ratio 
(P/I)

노심 가열봉 외경, mm 9.7 9.7 1.0 1.00 9.7 1

노심 가열봉 길이, mm 3810 1905 2.0 1.00 1905 2

노심 가열봉 피치, mm 12.85 12.85 1.0 1.00 12.85 1

노심 수력학적 직경, mm 11.97 11.97 1.0 1.00 11.97 1

노심 가열봉수 56876 396 143.6 1.00 395.0 144

노심 유동면적, ㎡ 5.6485 3.927E-02 143.8 1.00 3.923E-02 144

노심 출력 (ATLAS = 10%), MW 3983 1.96 2036.5 0.10 19.56 203.65

가열봉당 출력 (Central region에서
의 가열봉 출력값), kW 70.03 4.94 14.2 0.10 49.52 1.41

가열봉 열유속, kW/㎡ 603.16 85.08 7.1 0.10 853.00 0.71

가열봉 선형출력, kW/ft 5.60 0.79 7.1 0.10 7.92 0.71

가열봉 가열부 체적당 출력, kW/㎥ 2.487E+05 3.508E+04 7.1 0.10 3.518E+05 0.71

유량, kg/s 20361 99.98 203.6 1.00 99.98 203.65

질량유속, kg/㎡s 3604.67 2546.00 1.4 1.00 2548.89 1.41

냉각수 속도, m/s 5.08 3.59 1.4 1.00 3.59 1.41

노심 안내관수 1205 5 241.0 0.60 8.4 144

노심 안내관 내경, mm 22.86 22.86 1.0 1.00 22.86 1.00

노심 안내관 외경, mm 24.90 24.90 1.0 1.00 24.90 1.00

노심 안내관 유동면적, ㎡ 4.946E-01 2.052E-03 241.0 0.60 3.435E-03 144.00

노심 냉각수 체적, ㎥ 21.23 7.481E-02 283.8 1.00 7.472E-02 284.14

노심 안내관 냉각수 체적, ㎥ 1.88 3.909E-03 482.0 0.60 6.543E-03 288.00

노심 냉각수 체적당 출력, kW/㎥ 1.876E+05 2.614E+04 7.2 0.10 2.617E+05 0.72

노심 등가 직경, mm 3647.44 300.6 12.1 0.99 304.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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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노심 반경방향 그룹

설계변수 Center Zone Middle Zone Outer Zone

가열봉수 96 148 152

선전압, V 440 440 440

가열봉당 출력, kW 7.00 5.00 5.00

총출력, kW 672 740 760

선전류, A 882 971 997

상전류, A 882 971 997

가열봉 결선 방법 Y Y Y

가열봉당 출력,  % 14.14 10.10 10.10

CT 측정 역, A 1200 1200 1200

SCR 1200 1200 1200

가열봉당 출력 100%, 척도해석 값 49.52 49.52 49.52

가열봉당 출력 8% 3.96 3.96 3.96

가열봉당 출력 10% 4.95 4.95 4.95

가열봉당 출력 마진, 8%에 대해서 1.767 1.262 1.262

가열봉당 출력, % 14.1 10.1 10.1

그룹당 출력 분포 1.4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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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자로용기 주요 부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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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원자로용기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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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노심에서의 Drift Flux Number 비



- 71 -

0.1 1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R
at

io
 (-

)

j
f, p

 (m/s)

 αR

 (Lmix/Lcol)R

(a) 기준원전의 혼합물 겉보기 속도에 대한 척도왜곡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R
at

io
 (-

)

αp (-)

 αR

 (Lmix/Lcol)R

(b) 기준원전의 기포율에 대한 척도왜곡

그림 2.4 노심에서의 기포율 및 혼합물 수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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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noda의 상관식에 의한 노심 기포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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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노심에서의 Bubbly-To-Slug Flow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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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노심에서의 Flooding 척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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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노심 지지격자의 간격에 따른 열전달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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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0 2 4 6 8 10 12 14 16

0.0

0.2

0.4

0.6

0.8

1.0

1.2

1.4

1.6

j gc
R
 / 

u R
 (-

)

P (MPa)

그림 2.19 강수부에서 처언류-환상류 유동양식 천이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0.00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0.18

0.20

 

 

In
te

gr
at

ed
 v

ol
um

e 
(m

3 )

Elevation (mm)

Downcomer region
 Ideal
 Actual

그림 2.20 강수부에서 적분 냉각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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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강수부를 제외한 원자로용기 노심 역에서의 적분 냉각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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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원자로용기 전체 적분 냉각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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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노심 반경 방향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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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TLAS 일차계통 배관의 기본설계 계산서

3.1 일차계통 배관의 개요

3.1.1 APR1400의 일차계통 배관 구성

한국형 차세대원자로(APR1400)의 일차계통 배관은 4 개의 저온관, 2 개의 고

온관 그리고 4 개의 중간관으로 구성된다. 저온관은 강수부와 일차계통 펌프를 

연결하며 내경 30 인치 배관으로 구성된다. 고온관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를 연결하는 내경 42 인치의 배관으로 구성된다. 중간관은 내경 30 인치의 배관

으로 증기발생기와 펌프를 각각 연결하는 2 개의 수직관 및 각 수직관을 연결하

는 수평관으로 구성된다.

3.1.2 주요 열수력 현상

일차계통 배관의 설계조건의 도출시 고려되는 주요 사고는 다음과 같다. (송철

화 외, 1995)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SBLOCA)

   -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BLOCA)

   -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SGTR)

   - 증기관 파단사고 (SLB)

   - 급수관 파단사고 (FLB)

   - 급수 완전상실사고 (TLOFW)

   - 저출력/정지운전 사고 (LPS)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 일차계통 배관에서 발생될 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음 절

에 기술되었으며, 이중 ATLAS 장치에서 보존되어야 될 주요 열수력 현상은 표 

3.1에 정리되었다.

3.1.2.1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SBLOCA)

고온관 또는 저온관의 파단에 따른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되면 파단부를 

통하여 일차계통 냉각재가 격납용기로 방출된다. 이때, 고압안전주입펌프(HPSI) 

또는 안전주입계통(SIS)이 작동하여 비상노심 냉각수가 배관으로 주입되면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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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고 진행에 따라  복잡하고도 다양한 열수력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 중 일차계통 배관 설계에 반 되어야 될 주요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되면 배관 내에서는 급격한 감압에 따른 비등이 발

생되어 이상류 유동이 발생된다. 이때 배관에서는 Bubbly/Slug/Stratified 유

동양식이 발생된다.

-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이 발생되면 주입된 냉각수와 일차계통 냉각재간의 상

호 작용이 발생되며, 유동조건에 따라 역류 유동(Counter-Current Flow)이 

발생된다. 이때 상간의 속도차가 증가되어 특정 한계속도에 접근하면 역류유

동제한(Counter-Current Flow Limit)이 발생되어 비상노심 냉각수의 노심 

내 주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 주입된 저온의 냉각수와 일차계통의 고온의 냉각재 사이에 열전달이 발생된

다. 이때, 열전달은 직접 접촉응축 열전달(Direct Contact Condensation) 현

상에 의해 지배된다.

- 일차계통 냉각재의 방출에 따라 노심 내 냉각재 수위가 고온관 및 저온관의 

바닥보다 낮아지면  배관은 증기로 채워진다. 이때 중간관(Crossover Leg)에

는 냉각재가 고이게 되어 증기의 흐름이 불가능해지는 ‘Loop Seal’ 현상이 

발생된다. 계속해서 노심에서의 잔열에 의해 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 노심 

및 증기발생기에서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중간관에 축적되어 있는 냉각수

의 Hydrostatic Head를 극복하게 되어 증기의 유동이 재개되는 ‘Loop Seal 

Clearing 현상’이 발생된다.

3.1.2.2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BLOCA)

저온관 양단 파단에 따른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가 발생되면 원자로 일차계통 

내부의 냉각재는 격납용기로 급격히 방출되고 이로 인해 원자로 용기 내부의 압

력은 급격히 감소하며 이를 blowdown이라 한다. 이때, 원자로 일차계통 압력이 

안전주입탱크(SIT) 압력보다 감소하게 되면 안전주입탱크 내의 냉각수의 주입이 

시작되어 많은 양이 물이 강수부로 주입된다. 이때, 고압 안전 주입 펌프에 의해 

주입되는 안전주입수는 SIT에서 주입되는 안전주입수와 같이 강수부로 들어오게 

되고, 이후 안전주입 탱크가 고갈되면 고압안전 주입 펌프에 의해 단독으로 안전

주입수가 주입된다. 주입된 대부분의 안전주입수는 격납용기와 강수부의 압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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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강수부 하부로부터 올라오는 고속의 증기에 의해 견인되어 파단부로 방출된

다. 이후 강수부 압력이 격납용기와 거의 같아지게 되면 Blowdown이 종료되고, 

강수부 하부에 물이 차 들어가는 Refill이 시작된다. Refill은 강수부 하부로 침투

되는 안전주입수가 노심 바닥 및 하부 플레넘까지 차는 기간을 말한다. 주입된 

안전주입수에 의해 냉각재 수위가 증가하여 핵연료 봉의 바닥에 물이 차면 핵연

료 봉과 냉각수 간의 열수력학적 상호 반응이 발생되는 재관수(Reflood) 현상이 

발생된다.

기존의 저온관 주입 방식에서는 안전주입수가 저온관으로부터 주입되어 노심

에서 유입되는 증기 중 상당량이 저온관에서 응축된다. 그러나 DVI를 채택한 

APR1400에서는 물과 증기의 응축이 대부분 강수부에서 발생되어 저온관에서의 

물/증기 응축 현상이 배제된다.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시 배관에서 발생이 예상

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각 배관의 금속 구조물에 축적된 열에너지가 냉각수 및 증기로 전달된다.

- Blowdown시 원자로 일차계통 감압에 따라 냉각수의 과포화도가 증가하며, 

이어서 상변화에 의한 기포가 생성된다.

- Blowdown시 건전 저온관에는 고속의 이상류가 노심으로부터 유입되어 강수

부를 통해 파단 저온관으로 누출된다. 

- 고온관에서는 가압기 림관(Surge Line)에서 유입되는 냉각수와 고온관 증

기 유동 간의 반류 유동(Countercurrent Flow)이 발생된다.

- 고온관에서 이상유동시 상 분리 (Phase Separation) 및 성층류(Stratified 

Flow)가 발생된다.

- 파단 저온관에서 단상 및 이상 임계유동 현상이 발생된다.

- Reflood시에는 노심에서 발생된 증기가 고온관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증기는 

증기 발생기에서 가열되어 과열증기로 바뀌어 건전 저온관을 통해 강수부로 

주입되는 증기 단상유동 현상이 발생된다. 이때, 파단 저온관에서는 고속의 

물/증기 유동이 발생되며, 유동양식으로는 환형(Annular) 및 환형분무

(Annular/Mist) 유동이 형성된다.

- 건전 저온관을 통해 유입되는 단상 및 이상류에 의해 압력강하가 발생되고 

각 배관의 유량은 압력 강하 비에 의해 결정된다.

3.1.2.3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S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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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는 U-tube 세관의 파단으로 인하여 일차계통의 냉각

수가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유입됨에 따라 일차계통이 감압되고, 이차계통이 가

압되는 사건이다. 이때,  일차계통 배관 내에서 발생될 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음

과 같다.

- 자연대류 유동시의 루프 간 유동 불균형

- Flashing에 의한 기포 생성(Void Generation)

- 고온관: Flashing/Condensation, 상 분리 및 성층류, CCF & CCFL, 자연대류

- 저온관 : 상 분리 및 성층류, 열성층화, 직접접촉응축

3.1.2.4 증기관 파단사고 (SLB)

 증기 발생기 이차측 상부의 증기 배관 파단으로 인하여 증기가 격납용기 내로 

급격히 방출되며, 이에 따라 원자로 일차측 및 이차측 사이에 과도한 열전달이 

발생되어 일차계통이 과냉되면서 일차계통 압력이 급속히 감소하는 사건이다. 이

때 일차계통에서 발생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음과 같다.

- 루프 간의 유동 불균형

- 자연순환 유동에 향을 미치는 유동저항

- 파단루프 및 건전루프 측에서의 노심 입출구 온도차 

3.1.2.5 급수관 파단사고 (FLB)

급수관의 파단으로 인해 증기발생기 이차측 급수의 재고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차측 및 이차측 사이의 열전달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차계통이 

급속히 과열 및 과압되는 사건으로서 일차계통에서 발생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

은 다음과 같다.

- 루프 간의 유동 불균형

- 자연순환 유동에 향을 미치는 유동저항

- 구조물 저장에너지 및 열손실 특성 

3.1.2.6 급수 완전상실사고 (TLOFW)

모든 급수의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이차측 급수 재고량이 점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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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함에 따라 일차측 및 이차측 사이의 열전달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차측의 냉각재가 고갈되어 열제거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차계

통이 급속히 과열 및 과압되는 사건으로 일차계통에서 발생되는 주요 열수력 현

상은 다음과 같다.

- 기포의 발생 및 성층 유동의 형성

- 자연순환 유동에 향을 미치는 유동저항

3.1.2.7 저출력/정지 운전 사고 (LPS)

정지냉각계통(SCS) 기능 상실 사고 및 CVCS의 작동에 따라 저농도의 붕산수 

가 주입되어 발생되는 붕산 희석 사고이다. 일차계통에서 고찰이 필요한 주요 열

수력 현상은 다음과 같다.

- 루프의 유동저항

- 유로 비대칭 온도 및 유량 분포

- 고온관 : 기포 발생에 따른 수위 변화, 상 분리, 액적이탈, 유동양식의 변화 

(간헐유동 등)

- 저온관 : 기포 발생에 따른 수위 변화, 증기응축, 유동양식의 변화 (Slugging

화) (붕산희석 사고 경우)

- 중간관 : 기포 발생에 따른 수위 변화 (붕산희석 사고 경우)

3.2 일차계통 배관의 척도해석

ATLAS 일차계통 배관은 사고발생시 배관에서 발생되는 국소 열수력 현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척도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본 실험장치의 설계에서는 고온관 

및 저온관의 주요 현상인 유동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Froude 무차원수를 보존하

으며, 중간관에서는 유동양식 및 Flooding에 관한 국소 척도법을 적용하여 

Loop Seal Clearing 현상을 보존하 다. 이러한 척도해석을 토대로 일차계통 배

관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으며, 또한 주요 현상의 척도왜곡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온관에서의 Flooding 현상 및 각 배관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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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고온관/저온관 척도해석

3.2.1.1 Froude 무차원수 척도해석

수평관에서의 이상류 유동은 유동의 조건에 따라 물과 증기의 상분리가 발생되

는 성층류 유동 및 Slug 유동이 발생될 수 있다. Taitel(1976)은 이러한 수평관에

서의 유동양식을 Kelvin-Helmholtz Instability 이론을 도입하여 유도하 다. 

Taitel에 의하면 수평관에서의 유동양식은 다음에 정의된 Froude 무차원수에 의

해 보존된다. 

Fr = 
ρg
ρ f-ρg

jg
gD
 = 

ρg
ρf-ρg

Wg

ρgA gD                      (3.1)

Froude 무차원수가 보존되면 수평배관 내에서 배관직경에 대한 물의 높이비

(Hl/D)가 다음과 같이 보존된다. (Zuber, 1980)

(
H l
D
)p = (

H l
D
)m                                                  (3.2)

이때, 수평배관에서의 기포계수는 수평배관의 기하학적 구조 및  물의 높이를 

이용하여 식 (3.3)과 같이 유도되어진다. 이때, θ는 그림 3.1에 정의되었다.

       

α π =  θ- sinθcosθ                                                (3.3)

식(3.3)을 이용하여 기포계수를  배관직경 대비 물의 깊이비로 표시하면 다음

과 같다.

α = 
1
π
[ cos

-1
(
2Hl
D
-1)-(

2Hl
D
-1) sin (cos

-1
(
2Hl
D
-1))]        (3.4)

식 (3.4)는 수평배관에서 Froude수가 보존되어 배관 내부 물의 높이비(Hl/D)가 

보존되면 기포계수가 보존됨을 보여준다.

실험장치의 척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식 (3.1)을 원형과 모형에 대하여 무차

원화하면 식 (3.5)로 유도된다. 이때 원형과 모형의 압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

으며, 따라서 원형과 모형의 도는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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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R =  
(Fr)m
(Fr)p

 =  
(wg)m
(wg)p

⋅
Ap
Am

⋅
(DH)

1/2
p

(DH)
1/2
m

 =  1
             (3.5)

이때, 원형과 모형 간의 증기 질량속도 및 면적 비는 척도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W g)m
(Wg) p

 =  (a o)R l
1/2
R                                               (3.6)

(A )m
(A)p

 =  (DH)
2
R                                                   (3.7)

식(3.6), (3.7)을 식(3.5)에 대입하여 얻어진  Froude 수의 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원형과 모델에서 유동양식이 보존된다.

(Fr)R  =  (a o)R l
1/2
R (DH)

- 5/2
R  =  1                                   (3.8)

따라서 모형의 수평관 직경은 다음 식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

(D H )R =  (a o)
2/5 
R l

1/5
R                                                (3.9)

이때 수평관에서의 체적은 이상적으로 결정된 직경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VH = π D
2
H LH                                                   (3.10)

원형과 모델간의 체적 상사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수평관내 유체의 체적을 다음

과 같이 무차원화 할 수 있다. 

(V H)R =  
(VH)m
(VH) p

 =  
(DH)

2
m

(DH)
2
p

(LH)m
(LH) p

 =  (a o )R l R              (3.11)

식 (3.9)를 식 (3.11)에 대입하면 모형에서 수평관의 길이는 식 (3.12)와 같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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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H )R =  (a o )
1/5 
R l

3/5
R                                               (3.12)

실험장치의 실제 설계에서는 Vessel에 부착된 노즐 등의 체적으로 식 (3.12)에

서 계산된 길이로 배관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의 유로

의 길이는 노즐의 체적을 고려하여 총체적이 축소 보존되게 결정되었다. 

3.2.1.2 고온관 Flooding 현상

고온관에서의 Flooding 현상은 식 (3.13)의 상관식(Ohnuki, 1988)에 의해 지배

된다. 

j
*
g =  0.5 α

3/2
                                                    (3.13)

여기에서 j
*
g  =

jgρ
1/2
g

[ gD(ρ l-ρg)]
1/2 이다.

Froude 무차원수가 보존되도록 배관 직경이 설계되면, 배관 내 기포계수는 보

존된다. 이때, Wallis 수의 정의는 식 (3.1)의 Froude 수와 그 정의가 동일하여  

원형과 모형의 Wallis 수의 비는 다음과 같이 1:1로 보존된다. 

j*mg

j
* p
g

 =  1
                                                         (3.14)

식 (3.14)의 결과를 식 (3.13)에 대입하면 실험장치 고온관에서의 Flooding 상관

식은 최종적으로 식 (3.15)와 같이 원형과 같아진다.

j
m *
g  =  0.5 (α

m
)
3/2
                                               (3.15)

 식(3.15)는 본 실험장치의 고온관 설계 시 Froude 수를 보존하면 Flooding 현

상도 원형과 동일하게 1:1로 잘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2.2 중간관 척도해석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되면 증기발생기와 펌프 사이에 설치된 중간관에 

물 또는 물-증기의 냉각재가 형성, 중간관을 완전히 막게 되어 파단부로의 증기 

경로가 형성되지 않는 ‘Loop Seal’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때 노심에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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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가 증기 발생기를 통해 유입되어 증기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중간관 내의 

수평 배관 내에 성층 유동이 발생되고, 이때 유입된 증기에 의해  환형(Annular) 

또는 분무(Droplet) 유동으로 바뀌어 증기의 완전한 출입 경로가 확보되는 ‘Loop 

Seal Clearing’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Loop Seal Clearing 현상의 발생 유무는 

노심 내부의 감압에 향을 주게 되어 일차계통의 냉각재 잔존량에 큰 향을 

주게 된다. 

 Tuomisto(1988)는 Full Scale Geometry 및 축소된 크기의 공기-물 실험장치

에서, Liebert(1998)는 Reduced Pressure, Full Scale Geometry 실험장치인 

UPTF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 다. 

- 증기유동에 의해 중간관의 수평관에서 성층류가 발생되고, 이때 수평부에서 

이탈(Entrainment)된 Droplet이 수직부에 흡착되어 액막(Liquid Film)을 형성하

고, 이 액막은 Flooding 현상에 의해 RCP를 통해 나간다.  

- Tuomisto(1988)에 의하면 직경이 작은 배관에서 Loop Seal Clearing은 분산

유동 역(Dispersed Flow Regime)에서 발생되는 액적이탈(Droplet 

Entrainment)보다는 성층화된 물이 전단력(Shear Force)에 의해 수위에 기울기가 

생겨 수직 배관 부분에서 Flooding에 도달되어 RCP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지배

적이다. 수평 배관 부분에서 이탈 액적(Entrained Drop)이 발생되는 속도는 1 기

압의 경우 약 20 m/sec로 수직부의 Flooding 속도보다 크다.

- Liebert(1998)에 의하면 수평관에서 'Loop Seal Clearing' 동안의 수위 변화

는 Froude 수에 의해 축척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실험장치의 중간관에서 'Loop Seal Clearing'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 중간관의 수평부와 수직부에 서로 다른 국소 척도해석이 적용되어야 됨을 

보여준다.

본 실험장치 설계에는 중간관의 수평부에서는 성층류시 유동양식 및 물의 높이

비를 보존하기 위해 Froude 수를 보존하여 식 (3.9)에 의해 배관의 직경을 결정

하 으며, 수직부에서는 Flooding 현상에 관한 척도법을 적용하 다. 

수직부에서 Flooding 현상은 통상 직경이 작은 배관의 경우 Wallis 수에 의해, 

직경이 큰 경우에는 Kutadelaze 수에 의해 지배된다. 본 척도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RELAP5/MOD3 UK version의  CCFL 상관식을 이용하여 척도 해

석을 수행하 다.(INEL, 1995)



- 100 -

| Kg |
1/2
 + m| Kf |

1/2
  =  | Kcrit |

1/2
                                 (3.16)

여기에서 m = 1이고, 

Kx  =
jxρ

1/2
x

[ gσ(ρ l-ρg)]
1/4                                            (3.17)

이때, 우변의 임계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Bond수에 의해 결정된다.

D
*
  =D [

g(ρ f-ρg)

σ
]
1/2

                                          (3.18)

실험장치 중간관의 수직부 직경을 결정하기 위해 식 (3.17)을 원형과 모형에 

대하여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Kpx  =
j
p
xρ
1/2
x

[ gσ(ρ l-ρg)]
1/4  =  KC1                                   (3.19)

K
m
x   =

j
m
xρ

1/2
x

[ gσ(ρ l-ρg)]
1/4  =  KC2                                   (3.20)

식 (3.19)와 식 (3.20)에 의해 실험장치의 압력이 같다고 가정하면 Flooding이 

발생되는 실험장치의 직경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된다.  

d
m
h   =  (

KC2
K C1

)
1/2
 a

1/2
oR  l oR

1/4
 d

p
h                                   (3.21)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후 Loop Seal Clearing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원자

로 내부 압력은 통상 50 ∼ 80 bar이다. 이때, 대상 원전(APR1400)의 높이가 

1/2, 면적이 1/144로 축소되는 ATLAS 중간관의 수직부 직경은 약 0.053 m가 되

어야 수직부 배관에서의 Flooding 현상이 보존된다. (그림 3.2 참조)

ATLAS 중간관의 수직부를 상기 Flooding 상관식에 충실하게 설계하면 과도

하게 축소된 면적비로 인하여 중간관 수직부의 길이가 원형의 1/2로 축소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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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증가되어야 된다. 본 설계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수직부에서 발생

될 과도한 압력강하를 방지하고자 Flooding의 보존을 위해 얻어진 직경보다 다

소 큰 직경의 배관설계를 필요로 하는 체적 척도법을 적용하 다. 이때 중간관 

수직부의 내경은 0.0669 m이다. 배관에서 변수의 척도왜곡을 식 (3.22)와 같이 정

의하면 수평부에서의 내경은 약 26.2%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면적은 약 

59.3% 증가되어 Flooding 현상을  지연시키게 된다.

 P distortion=
PCCFL-Pactual
P CCFL                                          (3.22)

3.3 일차계통 배관의 기본설계

3.3.1 설계시의 유의 사항

APR1400 일차계통 배관의 설계변수는 그림 3.3, 3.4, 3.5와 표 3.3에 정리되었

다(KOPEC, 1998a). 그림에서와 같이 각 배관의 설계 변수에는 원자로 용기 및 

증기 발생기에 설치된 연결 노즐이 포함되었다. 저온관 및 중간관 사이에는 펌프

가 연결된다. 펌프는 펌프 중심을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약 1.5131 m 

떨어진 지점에 중간관의 수직부와 저온관의 연결 지점이 위치한다. 이는 실험장

치 배관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변수이나 실험장치 펌프 계통의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펌프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는 펌프의 크기 및 체적 자료가 입수되어

야 고려될 수 있다. 대상원전 일차계통 배관의 고도 기준은 각 배관의 중심을 기

준으로 그림 3.6에 도시되었다.

3.3.2 일차계통 배관 개념설계

ATLAS 배관계통의 주요 설계값은 1/2의 높이비 및 1/144의 체적비에 의해 결

정되었다. 본 실험장치의 강수부와 원자로 용기는 일체형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일차계통 배관의 배치는 APR1400 원자로의 배관 배치와 동일한 배치를 갖는다. 

이러한 배관 배치에서 각 배관의 높이 기준은 외부장착형 강수부의 경우 배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실험 

장치에서는 일체형 강수부를 채택하여 각 배관의 중심을 높이 기준으로 선정하

다. 참고로 프랑스의 열수력 실험장치 BETHSY는 외부장착형 강수부를 채택

하 으며, 이때 고온관 및 중간관의 고도기준은 배관 중심의 높이 값을 기준으로 

설계하 다. 그러나 저온관의 높이 기준은 저온관 바닥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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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관과 저온관의 상호 충돌을 피하 다(BETHSY team, 1990). 이는 노심 상부와 

저온관 하단부 사이의 상대적 높이 차가 노심에서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물리적 

현상에 근거한 결정이다. 그러나 일본 JAERI의 대형 열수력 실험장치인 LSTF

는 고온관과 저온관의 상부를 기준으로 높이의 기준으로 선정하 다(ROSA-IV 

Group, 1990). 

그림 3.7은 본 실험장치의 일차계통 배관의 상대적 높이 기준을 보여준다. 이

때, 각 배관 계통의 설계안 및 배관 배치는 그림 3.8 ∼ 3.11에 도시되었다. 실험

장치 배관 설계에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상용 배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험장치 고온관, 저온관 및 중간관의 설계는 이상적으로 척도된 직경에 근사

한 상용 배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3.8은 ATLAS 고온관의 개념 설계안을 보여준다. Froude 수에 의해 배관

이 설계되면 체적척도법에 의해 결정된 배관직경보다 그 직경이 증대되어 증기

발생기 하부 플레넘의 연결점과 고온관의 중심간 높이를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의 하부 플레넘의 설계를 변경하여 체적의 

일부를 고온관 수직부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증기 발생기 하부 플레

넘의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설계이며, 따라서 본 척도해석에서는 

향후 증기발생기 하부 플레넘이 수정 설계된다는 가정 하에 그림에서와 같이 고

온관의 체적을 임의적으로 증가시켰다. 

ATLAS 저온관의 개념 설계안은 그림 3.9에 도시되었다. 저온관의 설계에는 

실험장치 펌프의 체적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즉, APR1400의 펌프 체적에 

체적 척도비를 적용하여 축적한 값이 실험장치 펌프의 체적 값이 되어야 되나, 

이러한 체적 값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설계안에서는 펌프

의 일부 체적이 중간관의 수직부로 이동한다는 전제 하에 배관 설계를 수행하

다. 

ATLAS 중간관의 개념 설계안은 그림 3.10에 도시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중

관관의 수직부와 수평부는 직경은 각기 체적 척도법과 Froude 수 척도법이 적용

되어 그 직경이 상이하다. 이때, 증기 발생기 하부 플레넘 쪽 연결부의 배관길이

를 일부 증가시켜 높이를 보존하 다. 이러한 체적 증가는 증기 발생기 하부 플

레넘의 체적 일부를 본 배관부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충당된다.  

그림 3.11에는 이러한 일차계통 배관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여준다. 향후 기본설

계의 완료 시점에서 펌프 및 증기발생기 하부 플레넘 등 계통의 상세 설계안이 

완성되면 이러한 배관 배치도 수정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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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일차계통 배관 압력강하 특성 분석

실험장치 배관에서의 압력강하는 원형과 동일하게 1:1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

러나 축소된 실험장치　ATLAS에서는 일반적으로 축소된 배관 직경에 의해 배

관의 압력강하가 증가되어 자연대류 현상 및 계통 간 압력 분포의 척도왜곡 현

상이 불가피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압력강하 척도왜곡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 다. 배관 내 압력강하는 식 (3.23)에 의해 계산된다.

△P =  (
fL
D
+k)

ρu
2

2
 =  (

fL
D
+k)

1
2ρ
(
w
A
)2                 (3.23)

    여기에서

   △P : Pa

    ρ  : density(kg/m
3
)

    w : flow rate(kg/ sec )

    A : cross sec tional area(m
2
)

     f : dimensionless frictional loss coefficient

     k : dimensionless pressure loss coefficient

 압력강하 계산은 실험이 수행될 자연대류 유동 조건 등 실험 Test Matrix별

로 발생될 유동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수행될 실험 Test Matrix가 다양하고, 

Test Matrix 별로 APR1400의 압력강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발전소 정상운

전 상태에서의 압력강하 계산만을 수행하 다. 실험장치 Friction Loss 

Coefficient 계산에 사용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Chevron, 1970). 

   - Turbulent Region 

   f =  0.286 Re
- 0.23     for  2" & smaller pipe

   f =  0.273 Re
- 0.23     for  2

1
2  - 4 " 

   f =  0.26 Re
- 0.23      for  6" & larger pipe

   - Zero Viscosity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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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0.25

( log 103.7D/k)
2   

   여기에서 k = 0.0018 인치이다. 

원형과 실험장치의 압력강하 분포는 그림 3.12의 배관 넘버링을 기준으로 표 

3.4에 정리 및 비교되었다(Lee, 1999). 실험장치에서는 직경 대비 길이비(L/D)가 

크게 증가되나, Froude 수에 의해 축척된 고온관, 저온관 및 중간관의 수평부에

서는 원형에 비해 감소된 속도 때문에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가 감소된다. 이때, 

총 압력강하는 실험장치의 고온관과 저온관에서 약 1/2.5 ∼ 1/1.61로 감소되고 

중간관에서는 중간관의 수직부 압력강하 증가에 의해 원형의 1.55 배로 증가된

다. 자연대류 등이 지배적인 사고 시나리오의 평가를 위해 추후에 MARS 등 사

고해석용 열수력 코드를 이용하여 이러한 압력강하 효과를 사고 별로 재평가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3.3.4 일차계통 배관 기본설계

   실험장치 기본 설계안은 실험장치 개념 설계안에 근거하여 제작 및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 다. 실험장치의 일차계통 배관 중 파단 부위는 저온관 파단을  

대상으로 하 다. 따라서 본 배관 설계안에서는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모의를 위

한 파단부 노즐을 저온관에 설치하 다. 

   주요 모의 사고 대상인 저온관 양단 파단 사고에 따른 대형 냉각재 상실 사

고의 모의를 위해 일부 파단 저온관 배관이 별도로 설계되었다. 이때, 펌프 쪽 

및 원자로 용기 쪽 파단부를 상호 격리시키기 위해 양 파단 배관의 중간에 격리

용 밸브가 설치되었다. 실험에서는 노즐이 설치된 파단부 모의 저온관의 교체 및 

설치를 통하여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및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를 선택적으로 

모의하게 된다. 각 사고 모의시 사용하지 않는 파단 노즐에 의한  저온관의 체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파단부 노즐 막음용 구조물을 설계하여 삽입한다. 그림 

3.13 ∼ 3.19에는 각 배관의 기본 설계안이 도시되었다. 

  안전주입 노즐은 원자로 직접용기 주입(DVI, Direct Vessel Injection) 방식

을 기본으로 하 으나,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의 모의를 위해 저온관에 기

존의 안전 주입 노즐을 설치하 다. 주입 위치 및 노즐 직경은 한국 표준형 원전

을 기준으로 설계하 으며, 수평 직선부의 원자로 용기로부터 길이 비가 보존되

도록 주입 위치가 결정되었다. 



- 105 -

3.3.5 구조물 체적, 질량 및 축적열 평가

실험장치 구조물의 축적열(Stored Energy)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장치 기본 설

계안에 근거하여 일차계통 배관의 두께, 구조물 단면적, 구조물 체적 그리고 구

조물 질량을 APR1400과 실험장치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 다. 계산에 사용된 가

정은 다음과 같다.

- 평가에는 일차계통 배관, 계통에 연결되는 노즐이 포함되었다.

- 구조물의 두께 중 노즐, 엘보우 등의 두께는 배관의 두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노즐이나 엘보우 등의 실제 두께는 배관의 두께보다 두꺼우나 계산

을 위한 데이타의 취득이 어렵고 또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 다.

- APR1400의 구조물은 Carbon Steel로 제작되었고, 실험장치는 Stainless 

Steel 316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정하 다.

표 3.5에는 상기 가정 하에 계산된 각 변수들을 비교 정리하 다. 표에서와 같

이 실험장치에 플렌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구조물의 부피 및 질량은 APR1400

의 1/150 ∼ 1/200이나 플렌지를 고려한 경우 1/24 ∼ 1/27 정도이다. 이는 실험

장치 구조물 중 플렌지에 의한 축적열이 APR1400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함을 

보여준다. 실험장치의 이러한 과도한 축적열은 사고모의 시에 구조물로부터 유체

로 전달되는 총 열전달 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차후 

안전 해석 코드를 활용하여 사고 시나리오 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3.3.6 요약 및 결론

국부적 척도 해석을 적용하여 실험장치 일차계통의 배관인 고온관, 저온관 및 

중간관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고온관 및 저온관 등 수평배관에서는 이상유동

시의 유동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Froude 수를 보존하 으며, 중간관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SBLOCA) 시의 주요 열수력 현상인 ‘Loop Seal Clearing’ 현상의 보존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평부에서는 Froude 수를, 수직부에서는 체적척도법을 

적용하여 배관 직경을 결정하 다. 

각 배관의 고도(Elevation) 기준은 각 배관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설계하 다. 

배관에서의 압력강하는 고온관 및 저온관의 경우 원형에 비해 압력강하가 1/2.5 

∼ 1/1.6로 감소되고, 중간관에서는 수직부 압력강하 증가에 의해 원형의 1.55 배

로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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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계안에 근거하여 실제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념 설계안에 근거하여 일차계통 배관의 구조물이 가지는 축적열이 과

도하며, 대부분의 축적열 왜곡은 설치된 플렌지에 의해 발생됨을 보여준다. 실험

장치에서 저온관은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와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모의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 107 -

표 3.1 국소 척도 해석을 위해 선정된 일차계통 배관 주요 열수력 현상

배관 주요 국소 현상

저온관 Flow Regime, Pressure Drop

고온관 Flow Regime, Pressure Drop, CCFL

중간관 Loop Seal Clearing, Pressure Drop

표 3.2 Bond 수에 대한 임계 역류유동제한 (CCFL) 상수

D
* Kcrit

≤ 2 0

4 1.0

10 2.1

14 2.5

20 2.8

28 3.0

≥ 5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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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PR1400 일차계통 배관 설계변수 (1/3)

(Hot Leg)

 Parameters APR1400 ATLAS Ratio

Inner Diameter (m) 1.0668 0.1288 1/8.2826

Flow Area (㎡) 0.89383  0.0130293 1/68.60

Estimation of Distortion Ideal (Pideal-Pactual)/Pidealx100 (%)

Inner Diameter(m) 0.1272 -1.258

Flow Area(㎡) 0.01271 -2.51

 Nominal Flow Condition APR1400 ATLAS Ratio

  - Number of Hot Leg (ea) 2 2 1/1

  - Operating Pressure (kPa) 15513.2 15513.2 1/1

  - Operating Temperature (℃) 323.89 323.89 1/1

  - Normal Flow Rate (kg/s) 10495.62 51.55 1/203.6

  - Elevation from Top of 

      Active Core (m)

1.5825 0.79125 1/2

APR1400 ATLAS Ratio

Length

(m) 

Volume

(㎥)

Length

(m)

Volume

(㎥)

Length

(m) 

Volume

(㎥) 

Total  6.4234 5.74143 1.85972 0.0242309 1/3.454 1/237

Rx side nozzle  1.2210 1.09137 0.2907 0.003787 1/4.20 1/288.2

Hot-leg pipe  3.267 2.92014 0.7785 0.0101432 1/4.215 1/287.9

35
o
 R63 pipe  0.9774 0.87363 0.1222 0.0015918 1/7.998 1/548.8

SG Side pipe  0.958 0.85629 0.66832 0.0087077 1/1.433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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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PR1400 일차계통 배관 설계변수 (2/3)

(Cold Leg)

 APR1400 ATLAS Ratio

Inner Diameter (m) 0.762 0.0873 1/8.7285

Flow Area (㎡) 0.456 0.00598575 1/76.2

Estimation of Distortion Ideal (Pideal-Pactual)/Pidealx100 (%)

Inner Diameter (m) 0.0908 3.85

Flow Area (㎡) 0.006475 7.56

 Nominal Flow Condition APR1400 ATLAS Ratio

 - Number of Cold Leg (ea) 4 4 1/1

 - Operating Pressure (kPa) 15513.2 15513.2 1/1

 - Operating Temperature (℃) 290.56 290.56 1/1

 - Normal Flow Rate (kg/s) 5247.81 25.775 1/203.6

 - Elevation from Top of 

      Active Core (m)

1.5825 0.7912 1/2

APR1400 ATLAS Ratio

Length 

(m) 

Volume 

(㎥)

Length 

(m)

Volume 

(㎥)

Length 

(m)

Volume 

(㎥)

Total 7.018 3.2002 1.856216 0.01111083 1/3.78 1/288.0

Pipe 5.003 2.2800 1.323477 0.007922 1/3.78 1/287.8

44.5
o
 R45 bending 0.8877 0.4045 0.1 0.00059857 1/8.877 1/676.6

Rx side nozzle 1.1273 0.51404 0.432739 0.00259026 1/2.605 1/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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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PR1400 일차계통 배관 설계변수 (3/3)

(Intermediate Leg)

 APR1400
ATLAS Ratio

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Inner Diameter(m) 0.762 0.0873 0.0669 1/8.7285 1/11.4

Flow Area(㎡) 0.456 0.0059858 0.003515 1/76.2 1/129.7

Estimation of Distortion Ideal (Pideal-Pactual)/Pidealx100 (%)

Horizontal

Pipe

Inner Diameter (m) 0.0908 3.85

Flow Area (㎡) 0.006475 7.56

Vertical

Pipe

Inner Diameter (m) 0.0635 -5.08

Flow Area (㎡) 0.0031669 -10.99

Nominal Flow Condition APR1400 ATLAS Ratio

- Number of Intermediate Leg (ea) 4 4 1/1

- Operating Pressure (kPa) 15513.2 15513.2 1/1

- Operating Temperature (℃) 290.56 290.56 1/1

- Normal Flow Rate (kg/s) 5247.81 25.775 1/203.6

- Elevation of CL of IL from CL of HL 2.6561 1.32805 1/2

APR1400 ATLAS Ratio

Length 

(m) 

Volume 

(㎥)

Length 

(m)

Volume 

(㎥)

Length 

(m) 

Volume 

(㎥)

Total 8.3469 3.8062 4.172491 0.01720203 1/2 1/221.3

SG side nozzle 0.7770 0.35431 0.958892 0.0033706 1.24/1 1/105.1

50
o
 R45 bending 0.9974 0.45481 0.11345 0.0003988 1/8.79 1/1140

SG vertical Pipe 0.6469 0.2950 0.746 0.0026224 1.15/1 1/112.5

90
o
 R45 bending 1.7953 0.8187 0.2042 0.0012223 1/8.79 1/669.8

Horizontal pipe 2.3350 1.0648 0.6177 0.0036974 1/3.78 1/287.9

90
o
 R45 bending 

(pump)
1.7953 0.8187 0.2042 0.0012223 1/8.792 1/669.8

Pump side 

vertical pipe
- - 0.460869 0.00162 - -

Pump체적이동에 수

직부 예상 증가분
- - 0.86718 0.003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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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정상상태 유동시 원형 및 실험장치의 압력강하 특성 비교

위치

APR1400 ATLAS Ratio

fL
D

k
Re

(x10
6
)

Δptot

(Pa)
fL
D

k
Re

(x10
3
)

Δptot

(Pa)

(
fL
D
)m

(
fL
D
)p

km
kp

Δptotm
Δptotp

1 0.03248 - 159.1 3343.96
0.231 0.32 6472.7 6442.06 3.816 3.34 1/2.5

2 0.02806 0.09571 .159.1 12741.5

3
0.04378 0.312 95.1 31605.6

0.4892 0.936 5321.6 51396.9

9.47 5.448 1.55
4

0.1274 1.8 4078.1 23970.2
5
0.03446 0.1902 95.1 19953.4

6 0.124 - 5321.6 4471.8

7 0.03625 -
95.1

3219.85
0.3827 0.468 4078.1 10579.8 5.43 3.87 1/1.61

8 0.03423 0.1210 13789.5

* APR1400인 경우 노즐에서의 압력강하가 제외되었으나, ATLAS인 경우 각 

노즐이 계산에 포함되었음.



- 112 -

표 3.5 일차계통 배관 구조물 체적/질량 비교 (1/3)

(Hot Leg)

항목 APR1400 ATLAS
Ratio 

(ATLAS/APR1400)

Length (m) 6.4234 1.85972 1/3.454

Thickness (m) 0.1055 0.0182 1/5.8

Structure Cross Section 

Area (㎡)
0.388785 0.008405 1/11.56

Structure Volume (㎥) 2.4973 0.015631 1/159.77

Pipe Mass (kg) 19603.8 123.95 1/158.15

Flange Size/Mass (kg) - 6인치/172 -

Number of Flange - 2조 (4개) -

Flange Total Mass - 688 -

Total Mass 19603.8 811.95 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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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차계통 배관 구조물 체적/질량 비교 (2/3)

(Cold Leg)

항목 APR1400 ATLAS
Ratio 

(ATLAS/APR1400)

Length (m) 7.018 1.8562 1/3.78

Thickness (m) 0.0836 0.0135 1/19.56

Structure Cross 

Section Area (㎡)
0.22209 0.004275 1/51.95

Structure Volume (㎥) 1.5586 0.0079354 1/196.4

Pipe Mass (kg) 12235.01 62.928 1/194.43

Flange Size/Mass (kg) - 4"/66 -

Number of Flange - 3조(6개) -

Flange Total Mass - 396 -

Total Mass 12235.01 754.65 1/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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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차계통 배관 구조물 체적/질량 비교 (3/3)

(Intermediate Leg)

항목 APR1400 ATLAS
Ratio

(ATLAS/APR1400)

Length (m) 8.3469 4.1725 1/2

 -Vertical - 3.5548 -

 -Horizontal - 0.6177 -

Thickness (m) 0.0708 - -

 -Vertical 0.0708 0.0111 1/6.378

 -Horizontal 0.0708 0.0135 1/5.244

Structure Cross 

Section Area (㎡)
0.22209 - -

 -Vertical 0.22209 0.00272 1/81.65

 -Horizontal 0.22209 0.004275 1/51.95

Structure Volume (㎥) 1.8538 0.012318 1/150.5

 -Vertical - 0.009678 -

 -Horizontal - 0.0026407 -

Pipe Mass (kg) 14552.3 97.69 1/148.96

 -Vertical - 76.75 -

 -Horizontal - 20.94 -

Flange Size/Mass (kg) - 3"/43 -

Number of Flange - 5조(10개) -

Flange Total Mass - 430 -

Total Mass 12235.01 527.69 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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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평관에서 각도에 따른 냉각재 수위 관계 

그림 3.2 중간관 수직부에서 Flooding 발생에 

   필요한 압력에 따른 배관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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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PR1400 고온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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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PR1400 중간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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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실험장치 배관 고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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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실험장치 저온관 개념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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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ATLAS 계통 및 배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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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압력강하 계산을 위한 일차계통 배관 넘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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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ATLAS 파단 고온관 기본설계(S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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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ATLAS 건전 고온관 기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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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ATLAS 파단 저온관 기본 설계(S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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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ATLAS 건전 저온관 기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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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ATLAS 파단 저온관 기본 설계(L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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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ATLAS 건전 중간관 기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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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파단 노즐 막음용 구조물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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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CH160

0
.8

6

0.395

직경 : 3"

수량 : 3

수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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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ATLAS 가압기계통의 기본설계 계산서

4.1 가압기계통의 개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ATLAS의 가압기는 APR1400의 가압기

를 기준으로 아래의 척도로 설계되었다.

- 높이 축소비: 1/2

- 면적 축소비: 1/144

- 체적 축소비: 1/288

- 열출력 축소비: 1/203.6

- 압력 축소비: 1/1

4.1.1 가압기 계통의 구성 요소

가압기 계통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고, 주요 연계 계통으로는 감압계통

(SDVS: 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과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CVCS: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이 있다.

- 가압기 압력용기 (Pressurizer Vessel)

- 림관 (Surge Line)

- 가압기 살수계통 (Pressurizer Spray System)

- 가압기 보조살수계통 (Pressurizer Auxiliary Spray System)

- 가열기 (Proportional/Backup Heaters)

- 가압기 안전 밸브 (Pressurizer Safety Valve)

가압기 전열기는 압력 제어를 위한 수단이며, 정상운전 범위의 비례 전열기와 

과도한 압력 변화에 대비한 Backup Hea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총 열

용량은 2400 kWt이다. 소외전원상실시 디젤 발전기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의 전

열기 열용량은 각 Train 당 200 kWt로써 모두 400 kWt이다. 따라서 소외전원이 

상실 되었을 경우 Backup Heater의 열공급 용량은 400 kWt이다. 전열기는 고 

진폭 진동에 견디는 설계 조건이 적용된다.

가압기의 안전밸브는 최악의 운전 상태인 부하상실 및 원자로 정지 지연 등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 압력의 110% 이하로 운전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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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표준형 원전(OPR1000)에서는 초고압 상

태의 냉각수 배출을 위한 Power Operated Relief Valve(PORV)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Pressurizer Safety Valve(PSV)만 장착되어 있다. APR1400에서는 PORV

와 PSV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POSRV를 채택하고 동시에 가압기의 체적을 늘

리는 설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안전감압계통은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 이하에서 

냉각재를 방출시켜 계통의 압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계통이다. 

Feed/Bleed 수행시 Bleed 제어를 위해 수동으로 제어될 수 있는 모터전동밸브에 

의해 냉각재를 RDT로 방출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가압기의 체적제어 기능과 연관된 계통이며, 충진 계

통(Charging System) 또는 취출 계통(Letdown System)을 통해 가압기의 수위 

편차를 제어하게 된다. 

4.1.2 가압기의 주요 기능

원자로에서 가압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일차 계통의 압력 유지 및 감시 기능

- 일차 계통의 체적 유지 및 감시 기능

- Feed/Bleed 운전시 SDVS에 의한 Bleed 기능

- 주요 운전 제어 신호 및 연계 신호

노심히터 출력 정지 신호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신호

주냉각재펌프의 정지 신호

체적 제어 신호 

가압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제어하고,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을 이용

하여 출력 변동시 또는 가열 및 냉각시의 원자로 냉각재의 체적 변화를 보상하

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 출력에서 가압기의 상부 약 절반 정도가 포화증기로 채

워진다. 계통의 압력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기 유체의 온도를 계통에서 요구

하는 압력에 상응하는 포화온도로 유지함으로써 제어된다. 가압기 살수 계통은 

가압기의 붕소 농도의 성층화 현상 및 림관과 살수관에서의 열 성층화를 방지

하기 위한 저 유량의 연속살수(Continuous Spray)와, 과도 운전시 체적 변화와 

압력제어를 위한 비례 살수(Proportional Spray)와, 시동시 및 정지시의 증기 응

축을 위한 보조 살수(Auxiliary Spra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 살수관은 원



- 128 -

자로 기동시 충전펌프로부터 가압기 살수가 가능하게 하고,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하는 경우에 가압기 냉각이 이루어지게 한다. 

원자로의 부하가 감소하면 저 출력 준위에 따라 냉각재 평균 온도가 감소되므

로 냉각재가 수축하여 가압기 냉각재의 수위가 낮아지고 원자로 계통의 압력을 

낮추게 된다. 가압기 압력의 감소에 따라 가압기 내의 포화상태의 냉각재가 증기

로 바뀌면서 압력 감소를 부분적으로 저지한다. 가압기의 히터를 가동시켜 증기

를 생산함으로써 더 이상의 압력 감소를 막게 된다. 만일 가압기 냉각재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방출제어밸브가 닫히고,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대기 충전 펌프가 작동되어 가압기 수위를 복구시킨다.

원자로의 부하가 증가하면 원자로 냉각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계통의 냉각

재는 팽창되어 림관을 통해 가압기 내부로 유입되며 계통의 압력은 증가한다. 

압력의 상승분은 압축에 따른 증기응축에 의해 일부 흡수되며, 압력 증가가 크게 

되면 가압기 살수를 통해 증기를 응축시켜 계통의 압력 상승을 억제시키게 된다. 

가압기의 수위는 온도에 따른 함수이며, 가압기의 수위가 증가하여 고수위 편차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방출제어 밸브가 열리게 되고 냉각재는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으로 방출되어 프로그램된 가압기의 수위로 회복된다.

4.1.3 가압기의 운전제어 특성

가압기와 관련된 안전공학계통 작동 주요 압력 설정치는 표 4.1과 같다. 비상안

전계통 작동신호(ESFAS)에 의해 비상노심 안전주입수 작동 신호가 발생하며 가

압기 고압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신호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체적제어

시스템 작동 관련 신호로는 High Level Alarm과 Low Level Alarm 등이 있다.

가압기의 압력에 따른 주요 운전제어 설정치 및 관련 조치 사항은 아래 그림 

4.1에 나타나 있다. 표 4.1의 각 설정치는 압력 축소비가 1/1로 보존될 때의 제어  

설정치이다. APR1400의 경우 가압기 직경은 KSNP와 같고 체적이 1800 ft
3
에서 

2400 ft
3
으로 증가하 다. 따라서 APR1400의 경우 수위 제어 설정치의 폭은 

KSNP보다 증가하 다.

4.1.4 가압기의 설계 요구 사항

4.1.4.1 정상운전시 설계 요구 사항

정상상태에서의 가압기 운전 요구 기능은 계통의 압력 및 체적 제어 기능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기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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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 살수 기능

- 가압기 Heater 작동 기능

가압기 체적대비 수위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출력 

18.9%에서 100%까지의 출력 범위에서는 가압기 수위는 33%에서 52.6%까지 선

형적으로 변화한다. 가압기 수위의 변화에 따른 각 계통의 운전 관련 설정치 및 

관련 신호는 표 4.2와 같으며, 그림 4.2는 압력에 따른 운전 설정치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가압기의 수위 및 압력 계기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압력 계기 오차 범위:   ± 26 psia

- 수위 계기 오차:        ± 3%

4.1.4.2 사고 및 과도 운전시 설계 요구 사항

파단의 위치가 가압기 부위가 아닌 냉각재 상실사고(LOCA: Loss of Coolant 

Accident)에서는 사고 경과 과정에서 가압기 수위가 감소하여 히터가 노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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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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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 된다. 저 출력 사고시 고려되는 PZR Manway 개방에 따른 사고 진행과정

에서는 가압기 림관에서의 CCFL 현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Feed/Bleed 기

능을 사용할 때는 HPSI를 통해 주입된 냉각수를 가압기를 통해 배출하는 SDS

계통의 Bleed 기능이 중요한 열수력적 고려사항이 된다.  

첫 단계에서 우선 고려되는 실험 항목은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소형냉각재 상

실사고, 증기관 파단사고 등이다. 대형냉각재 상실사고시 가압기 림관에서는 

임계유동이 발생한다. 임계유동을 제외한 가압기의 주요 열수력 거동은 가압기와 

계통의 압력차에 의한 고온관으로의 림관 유동, 가압기에서의 Flashing 등이다. 

사고별 가압기 관련 주요 사항은 표 4.3과 같다.

저출력 사고시 증기의 방출은 가압기 림관 및 가압기 상부의 개방된 

Manway를 경유하여 방출된다. 이때, 가압기 림관에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증기의 방출과 가압기 내에서 응축되거나 증기에 실려 온 유체가 중력에 의해 

다시 원자로로 하향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차류를 형성한다. Manway 개방 

사고나 가압기 안전밸브 파단사고에서는 림관 또는 가압기 하부에서의 수직관

에 대한 CCFL과, 고온관의 자유수면으로부터 림관 연결부위로 액적이 이끌려 

올라가는 Off-take가 중요한 열수력적 현상이 된다. 설계시 고려되는 우선순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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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음과 같다.

- 가압기 림관 임계유동

- 비임계 림관 In-surge/Out-Surge Flow

- 가압기 유체의 Flashing

- PSV 임계유동 

- 저출력사고 림관 CCFL

- Off-Take

- 가압기 열손실 보존 (Tracing Heater 제어)

또한 운전 측면에서 보존되어야 할 주요 설정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압기 압력 Set Point 

- 가압기 수위 Set Point 

- 가압기 살수 기능

- SDS Bleed 기능

-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Charging/Letdown 기능

APR1400에서는 PORV와 PSV의 기능을 통합한 POSRV를 채택하여 안전밸브

가 자동 및 수동 개폐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 실험의 관

점에서 보면 PORV의 모사를 위한 제어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순수 안전밸브

의 설정 압력을 2500 psia보다 높이고, 2500 psia에서 작동되는 수동제어 밸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4.1.5 기하학적 요구 사항

가압기의 기하학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온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가압기의 높이비 보존

- 가압기 각 부위 높이 및 상대 수위비 보존

- 수평 림관 기울기 > 1/12 인치 per feet 

  (Ref. : KNGR report DR-210A 참조)

4.1.6 기타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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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의 기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Heat Loss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 단열설계

- Tracing Heater 용량 최소화

- 고온/고압 열팽창 등의 고폭 열유동 진동에 대비한 열충격 설계

4.2 가압기계통의 척도해석

4.2.1 가압기 압력용기

가압기 압력용기에 대한 적용 기준 축소비는 식 (4.1)과 같다.

v a d h P TR R R R R R= = = = = =
1

288
1

144
1

12
1
2

1 1, , , , ,
      (4.1)

APR1400을 기준으로 한 ATLAS 가압기의 주요 치수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

된 가압기의 주요 제원은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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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국소 척도법에 따른 림관 직경

4.2.2.1 Critical Flow에 따른 림관 직경

대형냉각재 상실사고시의 Blowdown Phase에서 고온관- 림관 연결부에서 임

계유동이 발생하며, 림관의 임계유동은 계통의 감압 특성에 향을 크게 준다. 

계통의 압력비와 온도비가 보존되므로 임계유동 속도비는 원형과 동일하다. DVI 

배관 파단사고와 소형배관 파단사고의 Blowdown Phase 동안의 림관 유동은 

임계유동 조건에 도달되지 않는다. 또한, 가압기 안전 밸브의 파단사고시에도 

림관 유동은 미임계유동 상태이다.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이외에는 림관 임계유

동 조건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임계유동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림관 유동은 축소 척도법에 따른 유동상태에 

있게 되므로 임계유동과 나머지 관 유동 사이에는 유량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식 

(4.2)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 ( )
., ,

/a u a u a lc c R Choking l l R Line R= = ∗ =1 2 1
203 6

by mass conservation                         (4.2)

따라서, 임계유동을 보존하기 위한 면적 축소비는 식 (4.3)과 같다.

( )

( ) ( )
.,

u

a a u

c R

c R l l R Line

= =

∴ = =

1,   by pressure scaling, ( p)R∆ 1
1

203 6      (4.3)

식 (4.3)의 임계유동에 따른 면적 축소비는 계통의 면적축소비 1/144보다 작다.  

위의 축소비에 따른 림관 직경은 다음과 같다.

         

d ft m ref N SA DD AppendixIII II H

D m

APR

ITL SurgeLine Throat

1400

1 2

0844 0 2566 0797 140 3
0 2566
203 6

0 01798

= = − − −

= =

. . , . , . .
.

.
., , /b g

임계유동 보존에 따른 림관 직경은 계통의 면적 축소비 1/144에 따른 관 직

경이나, Froude Number 보존에 따른 관직경, Off-take 보존에 따른 관 직경보다 

작으므로 관내에 Throat가 있는 림관으로 설계해야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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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냉각재 상실사고의 감압 기간이 끝나면 림관의 임계유동은 종료되고, 그 

이후의 림관 유동은 가압기와 계통상의 압력차에 의해 지배된다. LBLOCA 시 

Throat가 없는 APR1400의 림관 유동과 압력강하와의 관계는 식 (4.4)와 같다.

( ) , ,∆p K u
P total P l

P P

Line

=
F
HG

I
KJ

ρ 2

2      (4.4)

Throat가 있는 ATLAS의 림관 유동은 식 (4.5)와 같다.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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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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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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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
m m throat

Throat

m m line
m line m C

R

m m line
m line m C

=
F
HG

I
KJ +

F
HG

I
KJ

= +

= +

ρ ρ

ρ

ρ

2 2

2

2

2 2

2
1

2
2      (4.5)

이때, 압력 척도는 보존되어야 하므로 식 (4.6)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야한다.

( )
( )

, ,

,
,

∆
∆

p
p

K K
K

um

P

m line m C

P total
R line=

+
∗ =

2
12

                                 (4.6)

where

u l

K f L
D

K

K f L
D

K

R R

m line
m

m

P Total
p

p

,

.
/

,

,

= =

= FHG IKJ +

= FHG IKJ +

1 2 1
1414

,Surge Line Total k - factor Except Throat

4.2.2.2 Froude Number 보존에 따른 림관 수평부 직경

APR1400 림관 수평부는 단위 Feet 당 1/16 인치의 수평 기울기를 가지고 있

으므로 물-증기의 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성층유동 및 Slug 유동이 발생된다. 

수평관에서의 유동양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Froude Number가 보존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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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oude Number 보존에 따른 림관 직경은 식 (4.7)과 같다.

Fr
j

gDg
g

h

g

fg

=
2 ρ

ρ                        (4.7)

식 (4.7)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도출된다.

Fr
m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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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and m a u a 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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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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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

R R 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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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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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J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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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J =

= =

1
2

1 2

1

, & /      (4.8)

따라서, 직경비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Fr a l D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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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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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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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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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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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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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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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이상적으로 축소된 직경에 대한 수평부의 체적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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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 H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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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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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Froude Numer 보존에 따른 림관 수평부의 내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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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수평부의 길이는 식 (4.11)과 같이 축소되고, 결과는 표 4.4에 요약하

다.

    (4.11)

그러나 실제 설계에서는 체적 축소비와 높이 축소비를 각 각 1/288과 1/2로 보

존하기 위해 림관 수평 길이를 이보다 더 작게 설계하 다. 표 4.5는 Froude 

Number에 따른 림관 척도해석의 요약을 보여준다.

4.2.2.3 CCFL 적용에 따른 림관 수직 직경 

저출력 사고의 Manway 개방사고나 가압기 안전밸브 파단사고시 림관에서는 

CCFL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CCFL (Counter-Current Flow Limitation) 모델을 

이용한 Wallis-Type Correlation (Wallis, 1974)은 식 (4.12)과 같다. (INEL, 1995, 

Page 3-98)

where
m

K
j

g

K

Crit i
i i

l g

Crit i

=

=
−

1
1

2

1
4

,

,

( )

ρ

σ ρ ρ

(D*) is determined by Dimensionless Tube Diameter(D*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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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g l g*
( )

=
−L

NM
O
QP

ρ ρ
σ

1
2

KCrit는 Dimensionless Tube Diameter (D
*
)에 따른 KCrit,i 값은 표 4.6과 같다. 

(Wallis, 1974) 압력이 보존되는 경우, 원형과 모형에서의 비는 식 (4.13)과 같이 

정의된다.

K K
K

j
j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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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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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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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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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 1
2 2

    (4.13)

식 (4.13)으로부터 축소 모델의 림관 수직부 직경은 식 (4.14)와 같이 도출된

다.

d a l d
K
Km R R p

Crit p

Crit m

=
F
HG

I
KJ

1
2

1
4

1
2

. . ,

,     (4.14)

Manway 개방사고시의 압력 약 3 Bar의 포화압력 조건을 고려한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p

Temperature

kg m

kg m

d ft m
ref N SA DD AppendixIII II H

p

=

=

=

=

= =

− − −

3 bar

133.5 oC
= 0.05221[N / m]

l

g

σ

ρ

ρ

93153 3

165 3

0 844 0 2566
0797 140 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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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or Dimensionless Tube Diamete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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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 g

KP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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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72 9 81 93153 165
0 05221

107 5

32 50

. . *( . . )
.

.

. ,

따라서 림관 직경은 다음과 같다.

D aR l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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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44
1
2
0 844 0 2566

그러나 Choking 보존에 따른 림관 직경보다도 작으므로 림관 전체 직경으

로는 채택할 수 없는 직경이다. 따라서 가압기 하단 림관에 교체 Thermal  

Sleeve 형태로 설계에 반 한다.

4.2.2.4 상향분기관의 Off-Take 에 따른 림관 수직부 직경

가압기 Manway 개방사고 등이 발생하 을 경우, 저압 저출력 조건에서의 

림관 유동은 고온관의 자유수면으로부터의 Entrainment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때, 림관으로의 분기관 유동은 RELAP5/MOD3.2의 "Stratification 

Entrainment Model"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식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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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where
C
C

,
.
.

1

2

0 35
2 5

=
=

여기서 hb는 T-junction으로부터 Entrainment가 최초로 발생하는 자유수면까

지의 높이이다. (Smoglie, 1984)

위 Correlation은 
0 10≤ <

h
d
b

의 범위에서 잘 예측되고 있다. (Moon, 2002) 

APR1400의 고온관 직경과 림관의 직경을 고려할 때 

h
d

b = =
42

10128
4 147"

. "
.
이다. 

모델과 Reference Plant의 물성치가 동일 사고 조건에서 같다면, 식 (4.15)의 

APR1400과 ATLAS에서의 물성치 비는 동일하다. 즉, 

ρ
ρ
g

R∆
F
HG

I
KJ =

0 5

1
.

 , FrR = 1이 되

므로, 위의 식 (4.1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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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여기서, Onset of Entrainment Height, hb는 RELAP5/MOD3.3의 

Correlation(INEL, 1995)을 적용하면 식 (4.17)과 같다.

h
KW

g
b

k

k

=
0 4

0 2

.

.ρ ρ∆b g     (4.17)

여기서, WK는 질량 유량을, hb는 T-junction으로부터 Entrainment가 최초로 

발생하는 자유수면까지의 높이이다. 식 (4.17)으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도출된다.

h Wb R k R, ,
.= 0 4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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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m a u a lk R R R R R R,
/&= = = 1 2
이므로 hb는 다음과 같다.

h a lb R R R, ( ) ( )
.

= = =
2

5
1

5
2

5
1
51

144
1
2

1
8 3859

위 결과를 이용하여 림관의 직경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d d h m JIS Schm P b R= = =* . *
.

. ,( , " , . , ), 0 2566 1
8 3859

0 0306 1 1
4

160

4.3 가압기계통의 기본설계

4.3.1 가압기 설계 사양

가압기 압력용기의 설계 제원은 표 4.7과 같다. 가압기 히터의 개략도는 그림 

4.4와 같고, 그림 4.5부터 4.12는 각각 가압기 주요 치수, 가압기 지지 링, CCFL 

Sleeve, Choking Sleeve, 가압기 림관 주요치수, 가압기 계측기 배치, 가압기 

안전밸브라인, 및 가압기 살수 계통을 보여준다.

4.3.2 림관 직경 설계 및 설계사양

국소 척도법에 따른 림관의 직경은 표 4.8과 같다. 임계유동에 따른 림관 

직경보다 작은 경우는 이를 림관 전체 직경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임계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림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평부와 수직부의 직

경을 Froude Number (T-Junction Off-Take)에 따른 직경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0.0306 m로 설계한다. 상용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 표 4.9에 정리한 바와 같이 

1-1/4 인치 Sch.160 JIS 규격이 가장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단, 고온관 연결지점

에서는 임계유동, Off-take를 림관 상부에서는 CCFL을 보존하여야 하므로 

Thermal Sleeve의 직경을 0.015, 0.018 와 0.0306 m로 설계하여 교체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상용파이프를 림관에 사용함에 따른 실제 파이프의 

직경을 고려한 축소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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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0.022 for Re > 8.7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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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4 34.

여기서, Q는 Surge Flow이며 체적 축소비와 같다. 단, 림관의 체적축소비 

1/288과 높이 축소비 1/2는 림관의 수평 부분의 길이를 축소하여 보존 한다.

v

h

R

R

=

=

1
288
1
2

림관에서의 압력강하 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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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G I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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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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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G IKJ =
+

=

1
1528 0 0135 95

1
4 096

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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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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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b g

K = 0.981+ 0.534 + 0.013 = 1.528(APR1400)
f = 0.0135 for Re > 3.~ 5E7

p

p

일차계통이 빠르게 감압되는 상황에서의 가압기 Out-Surge Flow가 주는 향

이 크므로 고속 림관 유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K = KITL APR1400,Geometry + KNewDesign

단, Geometrical Similarity에 의해 형상이 동일한 연결 부위는 APR1400과 

K-Factor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압력강하계수는 다음과 같다.

K = 0.981+ 0.534 + 0.013 = 1.528p

원형의 림관과 임계유동 모의를 위한 Throat 및 국소척도에 따른 Throat형 

Thermal Sleeve의 삽입에 따른 K-Factor의 각 성분은 다음과 같다

- Choking Nozzle K-factor

C for d
D

K
C

Throat

ChokingNozzle

= = = = −

=
−

=
−

=

1 0 018
0 043

0 4186

1 1 0 4186
0 4186

2686
2

2 4

2

4

, , .
.

. ,

.
.

.

β

β
β

Ref.  Crane Book  p.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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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Valve K-factor

    

KGateValve = = −
= −
8f 0.176,   Ref.  Crane Book  p.A 27

where,  f 0.019,   Ref.  Crane Book   p.A 26 for 2"  Pipe
T

T

- 90-Elbow 2 개

K
K

Elbow

Elbow

= = −
=
= −

30f 0.66,  Ref.  Crane Book  p.A 29

where, f 0.022,  Ref.  Crane Book p.A 26 for 1-1/ 4"  Pipe

T

T

2 132* .

- fL/D

f L
D

= 0.022*195 = 4.29

where,  f = 0.022 for Re > 8.7E6,  L
D

= 190

- Total k-factor

KTotal, ITL-New-Design = + + + +

=

1528 26 86 0176 132 4 29
3417
. . . . .

.

LBLOCA Blowdow시 Out Surge Flow가 최대가 되며, 이때 Reynolds 

Number는 Re > 10
6
 범위를 갖는다. In/Out Surge Flow가 감소하면 Skin 

Friction factor f가 Reynolds Number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LOCA시 가압기

의 기능은 가압기 히터가 노출되는 시점에서 거의 상실되는데, 이때는 가압기가 

증기 상태이며 가압기와 일차배관 사이의 압력차도 상실되어 Skin Friction 

factor f가 사고 전개에 미치는 향은 미약하게 된다. 최종적인 림관의 설계 

사양은 표 4.10과 같다.

   

4.3.3 열손실 보상 히터 용량

BETHSY 실험장치의 Heat Transfer Rate를 적용하여 ATLAS 가압기의 열손

실을 비교하 다. BETHSY는 열전달계수로 2.1 W/㎡-℃를 적용했다.

- APR1400 기준원자로 열전달계수 (비 단열 조건)

110 ℉ Ambient Temperature, No Spray 조건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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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Loss = 544000 BTU/hr = 159.4 kWt

(Ref. N0797-SA-DD140-Appendix III-II-d)

이를 역산한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다음과 같다.

    

h Q
A T

W
m C

W
m

C

where T C O

= =
−

= −

= − =

= = =
= =

= − = =

∆

∆

159400
127 5 267

4 68

310 43 267

2 2

[ ]
. * [ ]

. [ ]

,
           A p* O.D* H 3.14* 2.68*15.1 127.5m
          O.D 8.83ft 2.68m
          H 71.88 22.17 49.71ft 15.15m

2

   

- 열출력 비에 대한 열손실은 159.4 kWt/203.6 = 0.783 kWt이다

- 실험장치의 최대 열손실(비단열시): 발전소 열전달계수 값 적용시

Q hA T W kW
where

A DH m
Sch JIS

= = = =

= = =
= − −

∆ 4 68 6 3347 267 7915 7 915

314 0 267 7 556 6 3347
0 267 10 160

2

. * . * .
,

. * . * . .
. " )

π
      (D m, 
H =7.556m

- 실험장치의 최대 열손실(비단열시): BETHSY 실험장치의 열전달계수 값 

적용시

Q W kW= = =2 1*6 3347 267 3551 3 551. . * .

- Tracing Heater 용량 : 3.55 ∼ 7.915 kW

    (단열 후 최대 열손실) - (Tracing Heater 용량) <  0.783 kW를 만족해

야 한다.

4.3.4 가압기 전열기 설계 사양

가압기 전열기는 LOCA의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가압기 히터의 열 특성은 정상상태시의 In/Out Surge Flow 측면과 운전 반응 

모사를 대비하여 설계된다.



- 144 -

APR1400의 Pressurizer Heater 용량은 다음과 같다.

- Proportional Heater : 8 EA * 50 kW = 400 kW

- Backup Heater Class 1E = 400 kW

- Heater 사양

Heated Diameter = 1.252 inch

Heated Length = 68.75 inch

가압기 히터의 가열에 따른 가압기의 온도 변화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Proportional Heater 8 개를 실험장치에서는 1 개로 모의한다면, 척도해석 결과는 

식 (4.19)와 같다.

mc T nq AHp Fluid R Heater∆d i b g= ′′′                   (4.19)

   

c

T
H l
m a l

n

p R

R

R R

R R R

R

di =

=
=

=

=

1

1

1
8

0 5

∆

.

, Number of Heater

식 (4.19)로부터 다음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mc T nq AHp R R R∆d i b g= ′′′                     (4.20)

출력 비에 따른 가압기 비례 히터(Proportional Heater)와 예비 히터(Backup 

Heater)의 가열봉 단면적 비는 식 (4.21)과 같다.

A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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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 H q qR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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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R R R R
,

.
* * .

.
=
F
H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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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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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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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1

1

144 0 5
8 05

12 727∆d i
b g     (4.21)

전열기의 표면으로부터의 국소 열전달은 식 (4.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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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Z T T q A Zc f∗ ∗ − = ′′′ ∗δ δd i     (4.22)

식 (4.22)로부터 식 (4.23)과 같은 보존 관계식이 성립한다.

h q A
S

q dR R
R

R
R R= ′′′ = ′′′

    (4.23)

    

where,

T T 1

S d
c f R

− =

=

d i
π

가압기 열 생성율 비에 따른 가압기 가열봉 직경과 이에 따른 국소 열전달계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열봉 표면 온도 및 국소열전달 평가는 사고시 가압기 히

터가 모사되지 않으므로 해석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1) if 1′′′=

=
′′′

F
HGG

I
KJJ =

F
HG

I
KJ =

= ′′′ = =

−

−

q

d d
mc T

nq H
mm

h q d

R

m p
p R

R R

R R R

∆d i
b g

0 5
1

1

0 5

318 144 05
8 1 0 5

8 9

1 8 9
318

0 28

. .

. .
* * .

.

* .
.

.

(2) if q 1 / 2R′′′=

=
′′′

F
HGG

I
KJJ =

F
HG

I
KJ =

= ′′′ = =

−

− −d d
mc T

nq H
mm

h q d

m p
p R

R R

R R R

∆d i
b g

0 5
1

1 1

0 5

318 144 0 5
8 2 05

12 6

1
2

12 6
318

0198

. .

. .
* * .

.

* .
.

.

가열봉의 수명을 고려할 때 열출력비가 낮을수록 유리하므로 가열봉의 직경은 

12.6 mm를 선정한다. 가압기 전열기의 설계 사양은 표 4.11과 같다. 

4.3.5 주요 연계 사항

POSRV와 가압기 살수 관련 설계 사양은 각각 표 4.12와 4.1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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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가압기 평가 예비 계산

축소 모델과 APR1400의 성능 비교 검증을 위한 결과는 그림 4.13 및 4.14에 

나타나 있다.

4.3.7 요약 및 결론

가압기에 대한 개념적인 설계를 수행하 다.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가압기 관련 

미해결 현안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상세설계 단

계에서는 보다 자세한 Parametric Effect의 고찰이 요구되며, 축소비에 따른 설계

가 되지 않은 배관 및 제어밸브의 향을 보다 자세히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어 관련 Error 및 Time Constant, 제어기기 특성 등을 보다 면 하게 검

토하여야 한다.

가압기 림관의 In/Out Surge 유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유량계는 저

출력사고의 CCFL 또는 Off-take 유량의 계측을 위하여 단상유동 및 이상유동에 

대한 계측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LBLOCA를 모사할 경우 림관 유량이 

현저하게 커지므로 여타 사고시 대비 유량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유량계

의 선정에 여러움이 따른다.

KSNP 모사 실험시, APR1400 대비 KSNP의 축소비 차이는 각 수위 설정치 

등의 운전점(Operation Point)의 변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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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가압기의 공학적 안전계통 및 원자로 보호계통 작동 주요 압력 설정치

Signal ESFAS
*
 Set Points RPS

**
 Set Points

High Pressurizer Pressure N/A
Min. 2311 psia

Max. 2460 psia

Low Pressurizer Pressure
Min. 1555 psia

Max. 1870 psia

Min. 1555 psia

Max. 1870 psia

* ESFAS: Emergency Safety Features Actuation Signal

**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표 4.2 가압기 압력 제어

APR1400 Error 

(Inch)

ATLAS Error 

(Inch)
Action 

+38 +19 High Level Error Alarm

+36 +18
Stop Normally Running Charging 

Pump

+34 +17 Clear High Level Error Alarm

+13 +6.5

Energize Backup Heater

Start Normally Running Charging 

Pump

+11 +5.5 Backup Heater Off

-11 -5.5 Clear Low Level Error Alarm

-15 -7.5 Low Level Error Alarm 

-60 -30 Stop Standby Charging Pump

-100 -50 Stop Standby Charging Pump 

Pressurizer 

Level (%)
Action Remark

60 High Level Alarm
Adjustable Range 

of 55 ∼80%

57 Clear High Level Alarm

설계반
27

Clear Low-Low Level Alarm

Clear Low Level Heater Cutoff

25

Low Level Heater Cutoff

All Pressurizer Heaters Off

Low-Low Level Alar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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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사건/사고 전개에 따른 가압기 관련 주요사항

사고의 종류 주요 열수력 현상 또는 운전사항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Critical Flow in Surge Line

Surge Flow by Pressure Difference

Flashing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Surge Flow by Pressure Difference 

Flashing

Low Pressure Trip

증기관 파단사고

In-/Out-Surge Flow by Pressure Difference 

안전주입신호 설정치 

가압기 노출후 압력제어 기능 상실

안전주입수 주입시 체적흡수

급수관 파단사고

Critical Flow in Safety Valve

가압기 고압력 원자로 정지신호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최대압력) 및 폐쇄

최대 가압기 림관 유량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전열기 작동

살수기 비작동

가압기 저수위

급수완전상실 사고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 SDS Valve 개방

Feed/Bleed Function

저출력 및 정지운전 사고
림관의 CCFL

고온관 림관 접속부의 상분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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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압기 척도해석 요약표

Design 

Parameter
APR1400 ATLAS Ratio

Free Volume 67.426 ㎥ (2400 ft
3
) 0.2192 ㎥ (8.333 ft

3
) 1/288

Area 4.666 ㎡ (166.07 ft
2
) 3.24E-2 ㎡ (1.153 ft

2
) 1/144

Height
*

15.151608 m (49.71 ft) 7.556 m (24.855 ft) 1/2

I.D 2.438 m (8.021 ft) 0.2032 m (0.6684 ft) 1/12

O.D 2.648 m (8.83 ft) 0.221 m (0.736 ft) 1/12

* From the Center Line of Hot Leg

표 4.5 Froude Number에 따른 림관 척도 해석 요약

Design Parameter APR1400 Ratio ATLAS

Typical Total Length 

(=(a)+(b))
78.4 ft - 24.78 ft

  (a) Vertical Length 22.17 ft 1/2 11.08 ft

  (b) Horizontal Length 56.23 ft 1/4.0953 13.73 ft (
*
)

Inner Diameter 0.844 ft 1/8.383 0.0306 m (1-1/4 인치)

L/D (Nominal) 95.2 - 237.88

* 설계체적비 보존시 수평관 길이를 이보다 더 축소함

참조: 림관의 수평기울기 = 1/16 inches per feet 이상

    (총 수평부 고도차 = 56.23 * 1/16 = 3.5 inch,  Ref. DR-210-A)

    최소 림관 수평부 양단 고도차 = 림관 직경의 약 35%

표 4.6 KCrit,i (INEL, 1995)

D
*

KCrit,i

< 2 0

4 1.0

10 2.1

14 2.5

20 2.8

28 3.0

> 5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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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압기 설계 요약표

Design Parameter APR1400 ATLAS Ratio

Material Carbon + STS STS-316 -

Design Pressure
2750 psia (175.8 
kg/㎠)

2750 psia (175.8 
kg/㎠)

1/1

Design Temperature 700 
o
F (371.1 ℃) 700 

o
F (371.1 ℃) 1/1

Normal Working 
Pressure

158.2 kg/㎠
 
(2250 

psia)
158.2 kg/㎠(2250 
psia)

1/1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344.8 ℃ (652.7 oF ) 344.8 ℃ (652.7 oF ) 1/1

Free Volume 67.426 ㎥
 
(2400 ft

3
) 0.2192 ㎥

 
(8.333 ft

3
) 1/288

Area 4.666 ㎡ (166.07 ft2) 3.24E-2 ㎡ (1.153 ft2) 1/144

Elev of PZR Bottom 
(*) 

6.74 m (22.17 ft) 3.368 m (11.08 ft) 1/2

Elev. of PZR Top 
(*)

21.909 m (71.88 ft ) 10.925 m (35.94 ft ) 1/2

Height
15.151608 m (49.71 
ft )

7.556 m (24.855 ft ) 1/2

I.D. 2.438 m (8.021 ft) 0.2032 m (0.6684 ft) 1/12

O.D. 2.648 m (8.83 ft) 0.221 m (0.736 ft) 1/12

Spray Nozzle 
Diameter(I.D.)

0.088392 m (0.29 ft) 0.00734 m (0.0242 ft) 1/12

   (*) : from the center line of Hot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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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각 설계 방법론에 따른 림관 직경 비교

적용부

위
보존변수/현상 직경축소비 직경 직경 비

Hotleg 

연결부
Critical Flow 1/(203.6)

0.5
0.018 m Hot Leg 연결점

수직부 CCFL 1/17.1 0.015 m 불가

Hotleg 

연결부

T-Junction 

Off-Take
1/8.3859 0.0306 m 수직, 수평부 적용

수평부 Froude Number 1/8.3859 0.0306 m 수직, 수평부 적용

수평-수

직

1/144 Area 

Scale
1/(144)

0.5
0.0214 m 비적용

표 4.9 1인치 급, Schedule 160 상용 Pipe 치수

Pipe Size I.D., JIS 규격 I.D., ANSI 규격

3/4" 16.2 mm 15.6 mm

1" 21.2 mm 20.7 mm

1-1/4" 29.9 mm 29.4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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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Surge Line 설계 사양

Design Parameter APR1400 Scale Ratio ATLAS

Material - STS-316

Pipe Sch., Flage Standard -
Sch. 160

#2500

Typical Total Volume 43.85 ft
3

1/288  0.1522 ft
3

Typical Total Length 
(=(a)+(b)) 78.4 ft 1/2.1  19.14 ft

(a) Vertical Length * 20.42 ft 1/2 10.21 ft

(b) Horizontal Length 56.23 ft - 8.9 ft**

Surge Line Pipe I.D

Vertical & Horizontal Pipe  
0.844ft 1/8.3856

0.0306 m

(1-1/4",JIS)

0.1006 ft

Coking Nozzle Throat 0.844 ft 1/(203.6)0.5 0.018 m

      CCFL Sleeve 0.844 ft 1/17 0.015 m

L/D(Nominal) 95.2 2.05 195

     * Ref: KOPEC, N0797-SA-DD140, Appendix-III, Page 24 of 126 

     **: Horizontal Length for Volum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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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비례 히터 및 보조 히터 설계 사양

Design Parameter APR1400 ATLAS Ratio

On/Off 
Heater

(Backup)

Heat Capacity
400 kWt (LOSP)

Total 2000 kWt

1.965 kWt

(설치는 15 kWt임)
1/203.6 

Material - STS-316 -

Outer Diameter 
31.8 mm

(1.252 inch )
12.6 mm 1/1

Heated Length 68.75 inch 34.37 inch 1/2

Control Type On/Off PID -

Proportio
nal 
Heater

Heat Capacity* 400 kWt 1.965 kWt 1/203.6

Material  STS-316 - 

Outer Diameter 
31.8 mm

(1.252 inch )
12.6 mm -

Heated Length 68.75 inch 34.37 inch 1/2

Control Type PID PID -

Design Heat Capacity 2.2 kWt

Design Pressure 20 MPa
Working Fluid 
Temperature 700 

o
F (371.1 ℃)

TC for Self Protection -

SCR Controller

   Capacity

   Control Type

   Control Sigbal

   Response Time

2.5 kWt

PID

4 ∼ 20 mA

Less than 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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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POSRV 설계 사양

Design Parameter  APR1400  ATLAS Ratio

Material Carbon+STS STS-316 -

Number 4 - -

I.D. 6 inch 0.84 inch 1/(203)
1/2

Opening Pressure 2463 psia +17 psi 2463 psia + 17 psi 1/2

Blowdown Pressure 2353 psia +17 psi 2353 psia + 17 psi 1/2

Max. flow rate per 
each at 2575 psia 630,000 lbm/hr 3,094 lbm/hr 1/203.6

Min. flow rate per 
each at 2500 psia 540,000 lbm/hr 2,652 lbm/hr 1/203.6 

Pressure Drop Less than 50 psid -  -

표 4.13 PZR Spray 설계 사양

Design Parameter  APR1400  ATLAS Ratio

Material Carbon+STS STS-316 -

Continuous Spray 0.5 ∼ 6 gpm 0.0294 gpm -

Proportional Spray 375 ∼ 700 gpm 1.84 ∼ 2.25 gpm 1/203.6

Proportional Spray 

Opening Pressure 
2275 psia 2275 psia 1/1

Full Opening Pressure 2300 psia 2300 psi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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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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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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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Net Heat in Net Heat out

Low Pressure Alarm

All Backup Heaters"On"
below 2200 psia

All Backup Heaters"Off"
above 2225 psia

Normal Set Point
Proportional Heater "On"

Spray Valve Closed
Proportional Heater "Off"

Spray Valve Fully Open 
above 2300 psia

High Pressure Alarm

Safety Valve Open

그림 4.1 가압기의 주요 압력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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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압기 수위 대비 체적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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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가압기의 수위 대비 출력 (APR1400)

φ- 12.8mmφ- 18mm

100 200 870
400

Bolted
Connection

그림 4.4 가압기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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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DS Nozzle
Flange # 2500, JIS

3/4" Spray Nozzle
with Thermal Sleeve

Surge Nozzle Flange
#2500 Class

2 " Pipe Sch 160,JIS

Pipe
10", Sch.160

JIS

Spray Nozzle
Assembly

210.2 mm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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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ge #2500, 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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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
a
te

r

φ100

φ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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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가압기 주요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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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가압기 림관 주요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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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가압기 계측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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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ATLAS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본설계 

계산서

5.1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개요

5.1.1 일반 특성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 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유량의 최소값은 허용 핵연료 설계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관성 바퀴를 부착

한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전동기는 공급전원이 상실될 때에 노심을 적절하게 냉각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관성서행(Coastdown) 유량을 제공한다. 

기준원전의 저온관에는 총 4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립, 

단단(Single Stage), 하부흡입, 수평토출, 전동기 구동의 원심펌프이다. 펌프 임펠

러는 축에 결합되고, 펌프축의 정렬은 펌프내의 물윤활방식의 레이디얼 베어링과 

전동기 지지대의 레이디얼 및 쓰러스트 베어링에 의하여 유지된다. 원자로냉각재

펌프와 전동기 축은 커플링에 의하여 직접 연결된다. APR1400 원자로냉각재펌프 

개략도는 그림 5.1에서 볼 수 있다.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동안 노심으로부터 발생하

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한다. 또한 실험 초기조건 형성시 노심출력에 맞는 유량을 제공하여 일차계

통에서의 온도분포가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기준원전 

펌프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으로, 기하학적 및 열수력적 상사성을 만족하

여야 하며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하부 수직 흡입, 수평 토출 형식이다. 원자로냉

각재펌프는 기준원전 펌프를 기하학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입출구의 형상, 펌프 

임펠러 등의 구조는 가능한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유사하게 설계된다. 

펌프 입구와 출구 노즐은 저온관 및 중간관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냉각재순환

펌프의 모든 재질은 STS-316을 사용한다. 

5.1.2 과도상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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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과도상태에서 원자로가 정지될 경우 공급전원

이 상실되어 운전이 정지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될 경우 부착된 관성바퀴

로 인하여 관성서행(Coastdown) 과정을 거쳐 정지하게 된다. 과동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차계통 배관을 흐르는 유량이 많을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임펠러는 자유회전을 하면서 유동저항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5.1.3 주요 열수력 현상

각종 주요 사고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

음과 같다.

Steam Line Break

- Coastdown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Loss of Feed Water

- Coastdown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LB LOCA

- Two-Phase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Total Loss of Feed Water

- Coastdown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Lower Power Shutdown

- Pressure Dro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열수력 

현상은 Coastdown 특성, 유동저항 (Pressure Drop 및 Form Loss) 그리고 이상

유동 조건하에서의 거동 등이다. 이상유동에서 펌프 특성은 매우 복잡하며, 실험

장치에서 열수력학적 상사성을 보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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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척도해석

5.2.1 척도 기준

ATLAS의 척도법을 기준으로 한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이론적인 척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Hydraulic Head Scale : 1/2

- Area Scale : 1/144

- Liquid Volume Scale : 1/288

- Flow Rate Scale : 1/203.6

- Pump Pressure Loss Scale : 1/2

- Specific Speed Scale : 1/2.8

- Hydraulic Torque Scale : 1/288

- Brake Horse Power Scale : 1/288

위의 척도 기준은 이론적인 척도법에 의한 이상값이며, 실제로 실험장치에서 

위의 척도기준을 만족하는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실험장치에서는 운전 관점에서 실험장치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험항목들

을 가능한 한 수용할 수 있으며, 원형펌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상용펌프를 사

용한다.

5.2.2 척도해석 방법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서로 같은 임펠러와 케이싱으로 구성된 펌프들 사이

에는 다음과 같은 상사성(Affinity) 법칙이 성립한다.

유량비, QR=
Q model
Qprototype

=K
3 
d Kn              (5.1)

수두비, HR=
H model

Hprototype
=K

2
d K

2
n              (5.2)

NPSH비, NPSHR=
NPSH model

NPSHprototype
=K

2
d K

2
n              (5.3)

출력비, PR=
P model
Pprototype

=K
5 
d K

5
n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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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d는 Size Factor로 (Model Diameter of Impeller/Prototype Diameter 

of Impeller)로 정의되는 값이다. Kn은 Speed Factor로 (Model Speed, 

RPM/Prototype Speed, RPM)로 정의된다.  또한 펌프의 특성을 결정하는 3 가지 

무차원 변수들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3 가지 무차

원 변수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비속도) Ns =  NQ
1/2
/H

3/4
 ,      (5.5)

(비용량) Qs=
Q

N d
3 ,      (5.6)

(비수두) Hs=
gH

N
2
 d
2 ,      (5.7)

여기서 N은 펌프의 회전속도(rpm), Q는 펌프유량(gpm), H(ft)는 펌프 헤드, 

d(ft)는 임펠러 직경을 나타낸다. 동일한 특성을 갖는 펌프는 위의 3 가지 무차원

수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기준원전과 동일한 형태의 펌프를 실험장치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척도해

석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척도비 1/288을 적용할 경우, 실험장치에 

사용될 펌프의 유량은 1/203.6로 축소되며( QR=1/203.6), 수두는 기준원전의 절반

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HR=1/2). 모델 펌프의 경계조건 Q R=1/203.6와 

HR=1/2을 이용해 식 (5.1)과 (5.2)를 풀면, 다음과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K d=( 2/203.6)
1/2≃1/12,      K n=(2× 2/203.6)

-1/2≃8.48

즉, 모델 펌프는 원형에 비해 임펠러 직경을 1/12로 감소시키는 반면, 임펠러 

회전 속도를 8.48 배 증가시키면 무차원수 Ns, Qs, Hs, 가 모두 보존되어 원형과, 

모델펌프는 동일한 펌프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임펠러 회전속도를 8.48 배 

증가시키면 속도가 과도하게 커지므로 (1190 × 8.48 = 10091 rpm),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델 펌프의 제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척도해석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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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축소된 모델펌프의 비속도값을 보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펌프

의 회전속도를 크게 하여 비속도값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하며, 임펠러 및 펌프구

조 변형을 통한 설계를 통해 원형펌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상용펌프를 사용해

야 한다. 

ATLAS 실험장치는 기준원전의 노심 출력을 전기 출력으로 모사하고 있다. 척

도법에 따르면, 모의노심은 기준원전의 1/203.6로 축소된 출력 용량을 가져야 하

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척도법에 의해 축소된 출력의 10%를 최대값

을 갖는다. ATLAS를 이용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노심의 

입, 출구온도를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경우 노

심의 출력이 척도법에 의한 값의 10%이므로, 일차계통 배관을 순환하는 일차냉

각재의 유량이 척도법에 의해 축소된 값의 10%일 경우에 노심 입,출구의 온도가 

보존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량은 1/2036 ( Q R=1/2036)로 축소되어야 한다. 

ATLAS에서 수행할 대부분의 실험항목들은 과도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되는 것이 보수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외전원상실이 발

생하지 않는 주증기관파단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는 정지되더라도 원자로

냉각재펌프는 정지되지 않고, 일차냉각재를 순환시켜는 경우도 모사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일차계통 배관을 순환하는 일차냉각재의 유량은 척도법의 

100%인 1/203.6 ( Q R=1/203.6)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외에 모든 다른 실험 항목

들의 경우에 일차냉각재 유량은 척도법의 위의 두 경우인 10%와 100%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일차냉각재 유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기인 VVVF 인버터의 제어성이다. 일반적으로 제

어기의 성능이 제어범위의 10% 이하에서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정력유량을 척도법의 100%로 결정할 경우 10% 유량을 제어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예상된다. 

펌프 임펠러의 직경이 동일할 경우 식 (5.1)과 (5.2)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수두는 회전수 또는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유

량이 척도법의 50%로 감소하면, 수두는 척도법에 따라 25%로 감소한다.

5.2.3 척도해석 결과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주냉각재펌프는 척도법에 따라 1/203.6로 축소된 유량과 

1/2로 보존된 수두를 가져야 하나 ATLAS 실험장치에서 고려하고 있는 실험항

목들의 특성과 비중을 고려하여 유량과 수두가 결정되었다. 우선, 대부분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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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노심의 입, 출구온도를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

한 기준으로 여기고, 운전 제어성 확보를 위해 유량을 척도법의 25%

( QR=1/814.4)로 결정하 다. 이 경우 수두는 척도법에 따라 6.25%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실험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압력강하, 설계 마진 및 

제어성 확보를 고려할 경우 추가의 수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정격 유량 및 정격 수두를 결정되었다.

- 정격 유량 : 척도법의 25% ( QR=1/814.4)

- 정격 수두 : 척도법의 50% ( HR=1/4)

 표 5.1 에 자세한 척도해석결과가 나타나 있다. 

5.3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본설계

5.3.1 구성 요소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

량을 제공하고, 실험 초기조건 형성시 노심출력에 맞는 유량을 제공하여 일차계

통에서의 온도분포가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펌프를 척도비에 따라 상

사화한 것으로, 기하학적 및 열수력학적 상사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하부 수직 흡입, 수평 토출 형식이

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 펌프를 기하학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입출구의 

형상, 펌프 임펠러 등의 구조는 기준원전과 비슷하게 설계된다. 입구와 출구 노

즐은 저온관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5.3.2 설계 기준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적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는 원자로용기의 일반적인 설계 조

건 및 성능 및 규격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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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척도법에 의해 주요한 열수력 현상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원자로냉각

재펌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차계통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차계통 냉각수

를 강제순환에 의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험의 초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정상상태 100% 유량의 약 5 - 10% 정도의 저유

량 역에서도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어, 실험의 초기조건을 형

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펌프로부터 냉각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펌프 임펠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펌프는 이상유동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 Blowdown 

Phase에서는 펌프가 노심유동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Blowdown Phase에서 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사) Reflood Phase 등 펌프 운전이 어렵거나 펌프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Mockup을 이용할 수 있다. 이 Mockup은 체적, 유동 저항 등이 척

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시험은 다음과 같다. 

① 단상유동에서 호몰로고스 특성 시험 (헤드, 유량, 토크 등)

② Cavitation Test

③ 2상유동에서 펌프 특성 시험

(자)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사고 전개 과정 중 Restart Operation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두를 가져야 한다.

(차)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회전속도측정기(RPM 

Meter)가 설치되어, 펌프동작중의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에서 발생하는 Coastdown을 모사할 수 있

도록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Coastdown을 모사하기 

위해 펌프내에 Flywheel을 장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Coastdown을 

모사하기 위해 Pump의 회전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VVVF Invertor는 

Response Time 및 Start Time이 매우 짧아야 한다. 

5.3.3 기술 사양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주요 설계 데이터는 표 5.1에 나타나 있다. 

 (가) 모델 펌프는 기준원전 펌프와 같은 하부흡입, 수평 토출, 단단 원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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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이며, 일반 사양에 맞는 Canned Motor Type Pump를 선정한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비속도는 5063이다. 단 모델 펌프에서 비속도를 

5063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제작 가능한 펌프보다 훨씬 높은 펌프회

전속도가 요구되어 제작이 불가능 경우, 가능한 펌프의 운전속도를 최

대한 크게 하여야 한다.

 (다) 냉각수의 누설을 방지하고 Head Degradation, 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

해 봉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라) 냉각수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역회전 방지 기구를 설치

한다.

 (마) 펌프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회전속도 측정기(RPM Meter)가 설치

되어야 한다.

 (바) 모델 펌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호모로고스 곡선이 실험을 통해 측

정되어야 한다. 

 (사) 펌프의 입구 및 출구 사이에는 압력강하를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가 설

치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연계되는 계측기의 목록은 표 5.2에 정리되

어 있다.

 위에서 기술한 냉각재순환펌프의 기술 사양은 이상적인 것을 바탕으로 기술

하 다. 그러나, 펌프의 제작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펌프들 중에서 위의 기술사양을 가장 만족시키는 펌프

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사양 및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펌프내의 유체체적이 표 5.1에서 요구되는 값에 근접하여야 한다.

-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헤드, 유량, 토크의 값이 표 5.1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 단상에서의 호몰로고스 곡선을 펌프 제작자는 제공하여야 한다. 

- 앞 절에서 기술한 기본적인 기술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이상유동 조

건에서의 기술 사양은 제외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Tachometer)가 펌프

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장착되어야 한다. Tachometer의 신호를 전류로 변화

하는 F/I Converter (Frequency to Current Converter)는 펌프의 회전수를 

4 - 20 mA의 전류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펌프에 인가되는 

전류, 전압 및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냉각을 위하여 적절한 냉각 계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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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각재펌프는 하부흡입, 수평토출의 수직형 구조로 이루어지며 하부흡입

(Suction) 노즐은 중간관과 연결되며 수평토출(Discharge) 노즐은 저온관과 연결

된다. 그러므로 중간관과 연결되는 하부 흡입 노즐 내경은 67 mm이며 수평토출 

노즐의 내경은 저온관과 동일한 87 mm이다. 기준원전의 주냉각재펌프의 하부흡

입측 플랜지와 수평토출배관 중심선과의 고도(Elevation) 차이는 1510 mm이지만 

실험장치의 경우에는 300 mm이다. 펌프 제작업체와의 상세설계 협의를 통하여 

추후 변경 가능하다. 하부 흡입배관 중심선과 수평 토출측 플랜지와의 수평거리

는 기준원전의 경우 1510 mm이지만 실험장치의 경우에 370 mm이다.

5.3.4 요약 및 결론

ATLAS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기계

적인 상사성을 유지하도록 제작할 수 없으며 척도법에 따라 축소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엄격한 척도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실험장치의 정상

운전 및 과도운전 기간동안 실험장치 모의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 설계를 수행하 다. 

기본설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ATLAS에서 고려하고 있는 실험항목들을 가

능한 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열수력 상사성을 유지하는 것과, 실험장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제어성과 여유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노심의 최대출력이 

척도법의 10%인 사실과 실험항목들의 특성과 비중을 고려하여 정격유량 및 정

격수두가 각각 척도법의 25%와 50%로 결정되었다. 이 외 내부체적, 호모로고스

특성 곡선, 압력강하계수(K factor), 정격토크, 운동관성량, 출력 등의 상세한 설

계 자료는 표 5.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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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자료

Parameter description APR1400 ATLAS Unit Ratio

No. of MCP 4 4 ea 1

Type
직립형, 하부흡

입, 상부토출
Canned type

Suction diameter (vertical intermediate leg) 762 66.9 mm 11.4 

Discharge diameter (cold leg) 762 87.3 mm 8.73 

Design temperature 343.3 343.30 ℃ 1

Design pressure 17.24 17.24 MPa 1

Liquid volume (per pump) 3.76 0.013067 ㎥ 288

Elevation diff. betweeen inlet and outlet 

center line
1.51 - m 1

Elevation diff. between top of weir and 

bottom of discharge leg (I.e. the height of 

the liquid in discharge leg must reach 

before it will flow back into RCP suction 

leg with pump not rotating)

0.63 m

K-factor for normal condition

  - after a loss of power K-factor

    (forward/reverse)
-2.054/13.476

  - locked rotor K-factor

    (forward/reverse)
-8.369/13.476

  - sheared shaft K-factor 

    (forward/reverse)
-2.054/9.056

  - K-factor are based on cold leg area 0.4562

Total mass including motor 124.10 - ton -

Rated head in rated condition 109.73 27.43 m 4

Rated flow rate 27617.54 33.91 ㎥/hr 814.4

Maximum head - 30.00 m

Maximum flow rate - 35.00 ㎥/hr

Specific speed (Ns) 5063.15 1505.46 - 3.4 

Rated RCS fluid density at RCP suction 745.18 745.18 kg/㎥ 1

Rated speed 1190.00 3600 rpm

Rated moment of inertia 6211.48 10.78 kg-㎡ 576

Rated hydraulic torque 59432.28 291.91 N-m 203.6

Rated brake horse power 9936.00 16.00 BHP 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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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원자로주냉각재펌프 계측기 목록

No.
Array 

No.
Sensor ID.

Location Descri

ption

DAS 

(A)

PLC 

(B)

MOSAIC  

(C)
Remarks

System Part

1 1 DP-001-RCP1 일차 RCP 차압 o o
0 - 150 

meter

2 2 DP-001-RCP2 일차 RCP 차압 o o
0 - 150 

meter

3 3 DP-001-RCP3 일차 RCP 차압 o o
0 - 150 

meter

4 4 DP-001-RCP4 일차 RCP 차압 o o
0 - 150 

meter

5 5 RS-001-RCP1 일차 RCP
rpm 

meter
o o

0 - 3600 

rpm

6 6 RS-001-RCP2 일차 RCP
rpm 

meter
o o

0 - 3600 

rpm

7 7 RS-001-RCP3 일차 RCP
rpm 

meter
o o

0 - 3600 

rpm

8 8 RS-001-RCP4 일차 RCP
rpm 

meter
o o

0 - 36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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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APR1400의 원자로냉각재 펌프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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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실험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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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ATLAS 증기발생기의 기본설계 계산서

6.1 증기발생기의 개요

6.1.1 일반 기술 사양

ATLAS에 설치되는 증기발생기는 기준원전(APR1400)의 증기발생기(KOPEC, 

1998d)에 대하여 높이는 1:2, 면적은 1:144, 열출력은 1:203.6로 축소되어 설계되

었다. 증기발생기는 232.2 ˚C (450 ˚F)의 급수가 공급될 때 최대 기준원전 열출력

(4000 MWt)의 1:203.6인 9.82 MWt 열출력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 압

력은 6.89 MPa (1000 psia), 증기 유량은 증기발생기당 5.56 kg/sec가 가능하도록 

2 대의 증기 발생기가 원자로 양쪽에 대칭으로 설치되어 있다. 표 6.1은 종합실

험장치의 증기발생기 설계자료를 보여준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은 전열관 내부의 일차측과 Shell 측의 

이차측으로 구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전열관 내부에서는 노심의 열을 이차

계통으로 방출하거나 또는 과도 상태에 따라 역으로 열을 전달받을 수 있다. 모

든 사고시 발생 가능한 열수력 현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냉각재가 고온관 

또는 저온관 파단을 통하여 서서히 상실되는 사고(LOCA: Loss Of Coolant 

Accident)의 경우는 단상의 강제대류에서 자연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그 이후 물

과 증기가 혼합된 이상상태의 자연대류가 발생한다. 냉각재가 과도하게 상실되어 

고온 및 저온관에서 분리유동 현상이 발생하면 전열관 내부는 포화상태의 증기

로 채워지게 되며, 이때 전열관 내부 벽에서는 응축이 발생하고 응축된 물은 중

력에 의하여 하부로 흘러 내려가 올라오는 증기와 서로 반대방향의 유로를 형성

하는 Counter Current Flow(CCF)가 발생한다. LOCA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상의 자연대류가 발생한다.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경우는 일차계통의 열수력 변

화보다는 주증기 또는 주급수 파단사고와 같은 이차계통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 따라서 이차측의 냉각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고시에는 Riser 부분의 과도

한 기포 발생으로 급격한 수위 증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재순환 유량과 

Downcomer 유량 증가로 결국 이차측으로의 열전달율이 증가하여 일차계통 온

도와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차측에서의 열수력 현상은 핵비등 열전달과 재순

환율로 대표된다. 아래의 내용은 사고 유형별 증기발생기에서 나타나는 주요 열

수력 현상을 나열한 것이다.



- 180 -

- 냉각재 상실사고

. Counter current flow (Inlet plenum)

. Condensation (Outlet plenum)

. Reflux condensation (U-tube inside)

. Thermal shock (J nozzle)

. Swelling/Flashing (Downcomer)

. Subcooled boiling (Economizer)

. Nucleate boiling/Flashing (Riser)

. Critical flow (Steam nozzle)

- 증기관 파단사고

. Two-phase critical flow (Break nozzle)

. Swelling/Flashing (Downcomer)

. Asymmetric SG heat transfer

- 급수관 파단사고

. Swelling/Flashing (Downcomer)

. Asymmetric SG heat transfer

-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 Two-phase critical flow (Break nozzle)

. Swelling/Flashing (Downcomer)

. Asymmetric SG heat transfer

. Flow/Level oscillation (Downcomer)

- 급수 완전상실사고

. Secondary coolant dry-out 

. Asymmetric SG heat transfer

. Swelling/Flashing (Downcomer)

- 저출력 및 정지운전사고

. Counter current flow (Inlet plenum)

. Condensation (Outlet plenum)

. Reflux condensation (U-tube inside)

증기발생기의 구성은 일차계통 냉각재가 흐르는 일차측과 전열관 외부의 이차

측으로 구분된다. 일차측은 고온 및 저온측 하부 플레넘(Lower Plenum)과 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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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차측은 외부용기를 포함한 Riser, Downcomer, Shroud, 

Separator, Steam Outlet Nozzle, Feedwater Nozzl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세한 사항은 그림 6.1에 나타내었다.

일차측 증기발생기의 압력 경계는 증기발생기 용기의 Lower Head, Tube 

Sheet, 및 U자형 Tube로 구성되어 있으며, Lower Head에는 하나의 고온관 

Nozzle , 두 개의 저온관 Nozzle이 있다. Lower Head는 격리판(Divider Plate)에 

의해 입구와 출구가 격리되어 있다. U-tube는 175 개의 Ni-Cr-Fe합금관(또는 

Stainless Steel)으로 14 mm 외경에 12 mm의 내경으로 9.46 m의 평균 길이를 

가진다. 수직 배열을 가지는 부분은 정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간격은 20 mm

이다. 전열관의 높이는 최소 3.87 m에서 최대 5.56 m이다. 

Tube Sheet 상부와 용기의 Lower Shroud로부터 Upper Shroud, Top Head로 

싸여 있는 이차측은 2개의 Economizer Feedwater Nozzle, 1개의 Downcomer 

Feedwater  Nozzle, 1개의 Economizer Downcomer Pipe, 1개의 Main 

Downcomer Pipe, 1개의 Steam Nozzle로 구성되어 있다. 이차측의 내부는 

Economizer, Evaporator, Steam Drum으로 구성되어 있다. Economizer는 

Divider Plate로 저온과 고온측으로 나뉘어져 있고, Tube Sheet 상부 표면으로부

터 Economizer Feedwater Nozzle까지 이어진다. Evaporator 부분은 관다발을 둘

러싸는 Lower Shroud로부터 Top Shroud까지의 내측 역을 말하며, 이는 고온

관측의 Tube Sheet 상부 표면과 저온관측의 Economizer 상단부터 관다발 상단

까지 지속되며, 증기발생기 내에서 대부분의 열전달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실제 

증기가 발생하는 곳이다. 

Steam Drum 부분은 Shroud 상부로부터 Steam Nozzle까지이며, 여기에는 습

분제거를 위하여 Separator가 Shroud 상부와 연결되어 있다. 유로의 형성은 급수

로부터 시작되며, 적절한 유량 분포를 위해 Tube Sheet 위에 있는 Flow 

Distribution Plate에 의해 일정 유량이 구멍을 통하여 공급된다. Flow 

Distribution Plate를 통과한 이차측 물은 Evaporator에서 가열되어 비등이 일어

나고, Separator에서 증기와 물이 분리되어 증기는 Steam Nozzle을 통하여 나가

고 분리된 물은 급수와 Downcomer에서 혼합되어 내려가서 다시 가열되는 순환 

유동을 한다.

6.1.2 증기발생기의 요구 기능

실험 대상이 되는 실제 증기발생기는 232.2 ℃의 급수를 운전압력 6.89 

MPa(1000 psia)에서 한대 당 1132.3 kg/s의 포화 증기를 생산한다. 증기발생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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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습분은 습분 분리기와 건조기에 의하여 0.25% 이하로 유지된다. 전

열관을 포함한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냉각계통의 과도 상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진동 Cycle 수에 대한 ASME Code Sec. VIII의 허용응력 한계

를 넘지 않도록 설계된다. 실제 증기발생기 실험장치의 열출력은 원자로 정지 후 

잔열 수준의 1:10(약 2 MWt) 출력을 담당한다. 

정상운전 조건은 모든 사고 모의 시에 필수적으로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

요한 운전상태로 특히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 출력과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열방

출 간의 열평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증기발생기 일차측과 이차측의 열수력학적 거동에 따라 사고 유형을 대별하면 

일차측 열 제거원 상실과 이차측 열 제거 원 상실사고로 구별된다. 각 사고 유형

에 따른 증기발생기 요구기능은 아래와 같다.

일차측의 열 제거원 상실사고는 냉각재가 고온관 또는 저온관 파단을 통하여 

서서히 상실되는 사고이다. 이때 증기발생기 일차측은 단상 및 이상유동에 의한 

자연대류 현상이 발생하여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

열관의 직경은 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축과 유동 역류 현상과 같은 주요 열수

력 형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속도비에 따라 축소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은 일차측의 노심의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로 열전달 계수

를 실제 발전소와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차계통의 Downcomer와 

Riser에서의 유량과 유속을 상사성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차측 열 제거원 상실사고는 주급수 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시 발생하며, 위

에서 언급한 일차측 열 제거원 상실사고 특성과는 열수력 현상이 다르다. 우선 

증기발생기 일차측에서는 단상의 자연대류 또는 강제대류가 일어나며 증기는 발

생되지 않는다. 반면에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는 과도한 냉각재 상실로 인하여 

열전달현상 변화와 더불어 수위, 재순환율 등이 급격하게 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실험장치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차측 각 순환 유로에서의 압력강하와 

속도를 보존해야 한다. 이차측 유로의 형성은 Downcomer를 내려와 Riser를 통

하여 가열된 냉각재가 다시 습분 분리기를 거쳐 Downcomer를 순환하는 경로로 

이루어진다.

6.1.2.1 열수력적 요구사항 

증기발생기 설계시 표준 발전소의 것과 동일한 열수력 현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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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전시 증기발생기 압력은 6.9 Mpa이고 온도는 285 ℃이다. 체적은 1:288

으로 축소되지만 높이는 1/2의 비에 따라 Downcomer나 Riser 부분을 통과하는 

냉각재 속도는 상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열전달 용량도 최대 1:203.6 비

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한다.

증기발생기 Lower Head는 높이를 1/2비로 보존하기 위하여 실제 축소비에 따

른 직경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저온관 및 고온관 기하학적 중심 위치가 변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Lower Head에서 전열관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고르게 분포

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고른 유동분포를 위해 이점이 설계 시에 고려되어야 한

다.

 이차측 설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유로의 압력 손실계수와 Riser

부분에서의 열전달 현상이다. 따라서 전열관 지지대나 습분 분리기 또는 

Downcomer 입/출구에서의 압력손실을 기준원전과 가능한 한 동일하게 유지하여

야한다. 표 6.2는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 손실을 보여준다.

Separator는 Riser를 통하여 방출되는 이상유동의 습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과도한 압력 손실에 의한 재순환량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

다.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일차측 고온관 및 저온관 노즐의 압력손실을 포함한 일차

계통 압력손실은 35 psid 이하이어야 한다. 표 6.3은 정상상태시 증기발생기 일차

측의 압력 손실 및 계수를 보여준다. 표 6.4는 정상운전시 기준원전 이차계통의 

유량과 기포율을 나타내었으며, 실험장치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상사성이 유지되

어야한다.

6.1.2.2 기하학적 요구사항 

증기발생기의 기하학적 특징은 기준원전의 1/2 높이에 직경만이 축소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험장치의 각 부위별 높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표 6.5에 나타내

었다. 

이차측 Downcomer의 경우는 직경이 축소될 때 Downcomer의 환상 간격이 

1.2 mm 정도로 상당히 좁아짐으로 인하여 벽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 증가로 인

하여 상사성을 상실함으로 별도의 파이프를 외부에 설치하고 그 체적은 유지하

도록 설계해야한다.

일차측 하부 Plenum은 고온 및 저온 Nozzle로부터 Tube Sheet까지의 체적으

로 고온관으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재가 전열관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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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표 6.6에 나타낸 각 부위별 체적과 연결부의 단면적은 강도 및 구조 해석에 의

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증기발생기 정상 운전 중에 발생하는 각종 펌프 및 유동 진동에 대하여 내/외

부 구조물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주위 환경조건 (온도 범위: - 20 ∼ 

40 ℃)에 별다른 역학적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Riser 부분의 면적 및 체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Dummy Pipe를 

Riser 외곽에 배열하 고, 높이는 Tube Sheet로부터 Shroud 상부까지로 되어 있

으며, 내부 진동에 의한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전열관을 지지하는 Tube Support Plate는 전열관 진동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

어야 하며, 개수 및 부피는 기준원전 내부구조물의 부피비(내부 체적/구조물 체

적)를 유지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압력손실은 열수력 

고려사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손실을 주도적으로 유발하는 부분은 Downcomer 입구, Flow Distribution 

Plate, Economizer등이다. 특히 Economizer는 저온관측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유

동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유동 외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Downcomer 파이프에는 별도의 유량조절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Flow Distribution Plate는 Downcomer를 통하여 내려오는 유동을 고르게 분배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압력손실은 열수력 고려사항에서 제시

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지지구조물은 과도한 증기방출이나 유동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한다.

6.1.2.3 기타 고려사항 

증기발생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수력 요소는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량이다. 열

전달량은 또한 재순환 유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재순환 유량을 결정하는 

유로의 압력손실을 정확히 보존하는 것이 증기발생기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다. 

위에서 언급한 열수력 및 기하학 측면에서의 설계 요구사항 이외에도 아래의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Tube Sheet에 고정되는 전열관들은 내부진동에 의한 Denting이나 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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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의한 Errosion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일차측 고압에 대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열충격 방지를 위해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공급파이프와 급수 노즐 및 증

기 방출 노즐에는 충격흡수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RCS 계통의 열팽창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위치 및 기울기 변동을 고려

하여 증기발생기 하부 및 지지구조물은 설계되어야 한다. 

- 증기발생기 하부 Plenum에서 전열관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충분히 혼합

되어 유량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U자형 전열관의 잔유응력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특수열처리 후 조

립을 하여야하며 Spacer Grid와의 견고한 접촉이 유지되어야 한다.

- Riser 상단부에는 체적비를 맟추기 위해 인위적인 Filler가 설치되는데 

이로 인해 기포 분포나 이상유동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Riser 상단에 설치되는 습분분리기는 Riser로부터 유입되는 이상유동의 

물과 증기를 충분히 분리하여 99.75%의 건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한

다.

- 내부정비 및 고장 수리를 위하여 중요부분에는 별도의 Flange가 설치되

어야 한다.

- 기타 설계 단계에서 필요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내부구조물의 

부피 또는 유동 방해로 인한 압력손실은 허용한계 이내에 있어야 한다.

6.2 증기발생기의 척도해석

증기발생기 척도해석 수행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열수력 현상은 일차측 사

고보다는 이차 냉각재 상실사고에 의하여 더 큰 향을 받는다. 특히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냉각재 유량은 FLB, SLB 사고의 경우 수위, 강수부 유량 또는 

Dry-out 현상의 모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증기발생기 축소 설계시 높이 기준은 Tube Sheet 상단으로 하 고, 고/저온관

과 Tube Sheet 상단의 높이(길이)는 실제발전소의 1/2이 되도록 설계하 다. 

척도해석의 예비검증을 위한 열수력 해석방법은 열전달 과 강수부 수위 거동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 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일/이 차측 계산은 Single Volume

으로 가정한 Lumped Method를 사용하 다. 우선 계산 초기에는 이차측 압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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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rculation Ratio를 가정하고, 일차측 열전달 계산을 위해 관류유동의 난류 열

전달 관계식, 이차측 계산을 위해 비등 열전달 관계식 (Chen, Dittus-Boelter, 

Rohesenow 열전달 관계식)을 이용하여 총 열전달 량을 계산한다. 그 다음 열전

달량 계산결과를 설정된 열전달 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까지 반복 계산하

는 방식으로 정상상태시의 증기발생기 열수력 조건을 해석하 고, 마지막 단계에

서는 계산된 나머지 열수력 변수들의 물리적 의미을 종합 분석하여 설정된 값들

과 일치할 때까지 처음 단계부터 다시 이중 반복하여 수행하 다. 계산 Tool로는 

상용 수학 계산용 소프트웨어인 Mathcad를 활용하 다.

6.2.1 증기발생기 일차측 척도해석

증기발생기 일차측 척도해석은 대표적인 주요 열수력 현상인 자연대류와 열전

달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 다. 표 6.7은 일차측 전

열관 축소 설계시 전열관 직경 변화에 따른 향을 나타내었다. 

자연대류 모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존해야 하는 열수력 변수는 일차측 전

열관 압력손실이며 이는 참조 증기발생기의 1/2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열전

달과 관련된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일/이차측 평균 온도차, 이차측 

증기압도 마찬가지로 상사성이 보존되어야한다. 전열관 일차측에서 일어나는 대

표적인 국부 이상유동 열수력 현상인 Reflux Condensation은 관 내부에서 발생

하는 Flooding, CCF, Flashing을 지배하는 현상으로 증기와 냉각재의 무차원 속

도(일명 Flooding Velocity 또는 Wallis Number)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의 사항

을 종합 검토하여 제작성 및 척도 왜곡 측면을 고려하면 전열관 직경이 12 mm

인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전열관 수는 175 개이며 전열관 배치는 참조 

증기발생기와 동일하게 하고 수력 직경을 보존하 으며, 전열관 길이는 1/2로 하

다. 

전열관 하부에 있는 증기발생기 Lower Plenum 설계는 Lower Plenum의 일부 

체적을 고온관과 저온관으로 포함시킨 다음 전체 체적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Filler Box를  Lower Plenum 내부에 설치하는 개념으로 하 다. 자세한 부피 변

화는 상세설계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RCS 계통간의 높이 배열에 향을 주지 

않고 또한 Tube Sheet 하부와 고온 및 저온관 Nozzle 사이의 간격을 높이 비에 

맞도록 설계하 다.

6.2.2 증기발생기 이차측 척도해석

6.2.2.1 증기발생기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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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증기건조기가 고려되지 않고 중력의 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하

여 적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설계 제한이 없고, 단지 체적을 1:288의 비로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6.2.2.2 Downcomer

Downcomer는 실제 증기발생기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외부의 파이프 형태를 가

지며 체적비는 그대로 유지하여 열수력 현상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척도 해석결과 Downcomer의 수력직경은 기준원전 환형의 경우는 114.3 mm이고 

실험장치의 경우는 외부 파이프로 직경이 약 87.2 mm로 된다. Downcomer 수력 

직경 변화에 따른 벽면 압력저항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Downcomer 축

소 설계시 단순화된 기하형상으로 인해서 수위에 따른 물의 체적이 실제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척도왜곡 현상은 아니며 실험결과에서 얻은 자료

를 정해진 함수로 보정하면 해결된다. 

6.2.2.3 Economizer/Downcomer Nozzle 입구 면적

Economizer/Downcomer Nozzle의 크기는 설계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전열관 외벽으로 유입되는 Nozzle 유로의 면적은 전체 순환 유량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이로서 유속과 압력손실 그리고 재순환율 값을 고려하여 설계되

어야한다.

6.2.2.4 Economizer Section

이 부분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대부분의 열전달이 일어

나는 부분이다. 척도비에 의해 단순히 높이는 1/2, 면적은 1/144으로 설계하 다. 

여기서 전열관 최대/최소 높이는 높이 비에 따라 정하고 가능한 한 전열관의 배

치를 높이에 따라 고르게 분포시켰다.

6.2.3 척도 왜곡 분석

종합실험장치의 증기발생기 설계시 발생된 축소왜곡은 주로 이차측의 열전달

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밖에 전반적인 척도 왜곡은 발생하지 않았

다. 다음에서 설명된 내용은 국부적인 척도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분석 

결과를 기술하 다.

 

6.2.3.1 일차측 척도 왜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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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척도 해석 결과 기준원전의 경우는 일차계통 냉각재와 전열관 내부 벽면

의 온도차이가 4.4 ℃인 반면, 높이 축소 증기발생기의 경우는 약 5.4 ℃로 1 ℃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열관 길이와 일차계통 냉각재 속도가 줄어들

어 열전달 계수의 감소로 발생되었다. 이로 인한 열수력 상사성의 왜곡은 내부벽

면의 열전달율이나 전체적인 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열관 길이에 따

른 온도분포는 비교적 기준원전과 상사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연대류 현상 모의의 경우 일차계통의 냉각재 상태가 단상유동이면 도차에 

의한 Driving Force는 높이축소비에 따라 약 1/2로 감소되어 이에 따른 자연대류 

유량도 척도비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열관 내부가 이상유동

인 경우에는 무차원 이상유동 속도비(표 6.7에서 속도비 0.84)와 유속의 변화로 

인하여 Flooding 이나 CCFL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높이 축소된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높이대비 전열 면적비의 기하학적 상사성을 일정하게 유지

하 기 때문에 이러한 국부적인 이상유동 현상의 분석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6.2.3.2 이차측 척도 왜곡 분석

이차측 예비 척도해석 결과에 의하면 Economizer 부분의 이차측 열전달 계수

와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의 차이는 약 2.5%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이차측과 관련된 열수력 물성치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밖에 고려되는 왜곡 현상으로는 전열관의 재질이 Inconel에서 Stainless 

Steel로 변경될 경우 열전달계수와 비열의 차이에 의한 열전달 변화이다. 그러나 

계산결과 전열관 재질변화로 인한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값 차이는 

무시될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측 체적 축소비가 1/288인데 비해 노심 열전달 출력 축소비가 1/203.6으로 

인해서 과도상태시 이차측에서 일차측으로 역으로 열전달되는 경우의 사고모의 

시에는 역 열전달율이 기준원전의 경우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러한 왜곡은 일/이차측의 총 열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서 왜곡의 정량화와 

분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으로 심각한 왜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척도 해석 이외에 왜곡 현상 분석에서 고려되어야하는 것은 실험장치의 적절한 

초기 운전모드이다. 기준원전의 노심출력 대비 축소 설계된 실험장치 히터 출력

은 정격 출력의 7 ∼ 8%에 해당하는 열출력이기 때문에 정상상태를 모의 할 경

우 증기발생기 이차측 조건이 실제의 열수력 조건과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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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모의 초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최적 안전해석 열수력 코드를 이용하여 일차측은 물론 이

차측 전체 유로가 포함된 Scoping 해석을 통하여 사전에 왜곡을 충분히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3 증기발생기의 기본설계

6.3.1 설계 기준

증기발생기 용기와 내부구조물 및 지지구조물의 설계시 고려되는 설계기준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III에 따른다. 참고로 

APR1400 증기 발생기의 각 부위별 질량과 재질을 표 6.8에 나타내었다.

6.3.2 기술 사양

실험장치에서는 전열관 Inconel-600을 제외한 모든 부품은 Stainless Steel을 

고려하고 있다. 축소 설계된 계통의 기술적인 사양은 기준 증기발생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6.3.2.1 Lower Head

증기발생기 Lower Head는 단순하게 축소 설계하면 Tube Sheet 하부와 고온 

및 저온관 Nozzle의 높이가 변경되고 따라서 RCS의 기하학적 배열이 바뀌게 되

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ower Head의 일

부 체적을 고온관과 저온관으로 포함시킨 다음 Lower Head 전체 체적비를 유지

하기 위하여 Filler Box를  Lower Head 내부에 설치하 다. 고온관에서 유입되

는 고온의 냉각재를 고르게 전열관에 분포하기 위하여 Lower Head 중간부분에

서는 일정길이의 원통과 축소관을 삽입하 다.

6.3.2.2 전열관 배열

전열관 배열은 표준 발전소와 동일하게 정삼각형을 유지하고 전열관 간격은 

20 mm이다.

6.3.2.3 증기발생기 Shroud

이 부분은 이상유동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원통형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하단부분은 전열관 과 Dummy 전열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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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을 통하여  들어온 차가운 냉각재와 Downcomer를 거쳐 내려온 포화냉각재

가 혼합되어 비등하는 부분이다. 상단 부위는 전열관 상단에서 습분 분리기 아래

까지로 되어 있는 원통관으로 되어있다.

6.3.2.4 Tube sheet

이 부분은 전열관을 하단에서 지지하고 있는 원판으로 일차측과 이차측의 경계

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6.3.2.5 유동 분배판 (Flow Distribution Plate)

Downcomer를 통과하여 아래로 모인 유량이 Riser로 올라갈 때 고른 유동분포

를 가지도록 Riser 하단 부에 설치되어있으며 전열관이 관통하게 되어있어서 그

사이로 냉각수가 흐르도록 되어있다. 

6.3.2.6 Economizer Divider

Main Downcomer 과 Economizer Downcomer 파이프를 통하여 내려오는 포화

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Tube Sheet 바닥에서 

Economizer Feedwater 노즐 입구의 높이까지로 되어있다.

6.3.2.7 Tube Support Plate

전열관의 수직부에는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전열관의 진동과 열 변

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Grid 형태로 되어있고 냉각재의 흐름을 고르게 하는 역할

도 수행한다. 전열관 상부의 U Bending 부분에는 Bending 중심으로부터 방사방

향으로 일정 각도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6.3.2.8 증기발생기 Dome 

기준원전에는 설치되어 있는 이차 증기건조기가 고려되지 않았지만 증기발생

기 Dome 전체 체적은 1:288비를 유지한다. 상단에는 증기배출 노즐이 장착되어

있고 이차측 증기관과 연결되어있다.

6.3.2.9 Downcomer 

Downcomer 상부는 실제 증기발생기의 구조를 단순화시켰다. 그러나 체적비는 

그대로 유지하여 열수력 현상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는다. 단지 수위 위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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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체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owncomer 하부는 축소 설계된 환

상의 간격이 수 mm 정도로 좁아지게 됨으로 2 개의 외부 Pipe로 구성하여 하부

로 연결하 다.

6.3.2.10 Economizer/Downcomer Nozzle 입구

Economizer/Downcomer Nozzle의 크기는 설계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Nozzle 이후 전열관 외벽으로 유입되는 유로의 면적은 전체 순환 유량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로서 면적비를 1:144으로 단순하게 할 경우 유속과 압력

손실 값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실제 설계에서는 

유동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의 부피는 Downcomer 부피에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사양 이외에 상부 Shroud의 Cone 부분이 단순히 원통형으

로 바뀌었다. 이는 전열관 다발을 둘러싼 Riser 부분의 체적이 약 16% 정도 늘

어나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축소 모델에서는 Cone 부분을 제거하고 내부에 

Filler를 설치하 다. 증기 Nozzle은 2 개에서 1 개로 Top Head 중앙에 설치하

고 습분 분리기는 144개에서 1개로 전열관은 12559개에서 177개로 설계하 다. 

전열관 수가 줄어서 발생하는 각각의 전열관 높이 차이는 우선 최대 높이와 최

소 높이를 맞춘 다음 평균 전열관 길이가 1:2 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전열관 길이를 설정한다. 전열관의 배열은 수직부분은 정삼각형이고 수평부분은 

일정간격이 보장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6.3.2.11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계통

증기발생기 파단계통은 일차측의 냉각재가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누출되는 

사고를 모의하기 위한 계통으로 파단시에는 고온 고압의 일차냉각재가 임계유속

으로 방출된다. 파단 계통의 전체적인 계통 개념은 증기발생기 Lower Head의 

일차계통에서 냉각재를 공급받고 증기발생기 Riser 상단과 하단부 두 곳에 파단

유량을 공급하게 설계되어 있다. 파단계통에 설치되는 밸브의 사양은 그림 6.2와 

표 6.9에 나타내었다.

6.3.3 기타 특기 사항

증기발생기는 일차측과 1 개의 고온관, 2 개의 저온관과 연결되어 있고 이차측

에는 2 개의 Economizer 급수관, Downcomer 급수관, 주증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축소 설계된 증기발생기의 고온관 및 저온관의 길이는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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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통과 연결 시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가 열방출 계통

으로써 RCS의 열발생량과 연동하여 운전되므로 주증기와 주급수 계통에서의 유

량제어가 증기발생기의 운전을 담당하게 된다. 증기발생기에 설치될 계측계통은 

고온 고압에서도 신뢰성 있는 측정과 신호전달이 보장되도록 견고하여야하며 용

기 벽을 통과하는 계측 Nozzle에서의 누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6.3.4 요약 및 결론

현재까지 수행되어진 증기발생기의 기본설계 기준원전(APR1400)의 증기발생기

에 대하여 높이는 1:2, 면적은 1:144, 체적은 1:288, 열출력은 1:203.6의 축소비로 

수행되었다. 두 대의 증기발생기는 232.2 ℃의 급수가 공급될 때 기준원전 최대 

열출력(4000 MWt)의 1:203.6인 9.82 MWt(증기발생기 당)의 열을 전달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압력은 6.89 MPa(1000 psia), 증기 유량은 증기발생기 

당 5.56 kg/sec가 가능하도록 2 대의 증기 발생기가 원자로 양쪽에 대칭으로 설

치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 기준원전과 동일한 열수력 조건을 유지하도록 

설계하 다. 전열관은 축소비에 따라 177개이며, 기준원전의 전열관 높이 분포를 

최대한 고려하여 고르게 분포하 다. Downcomer는 외장형으로 2 개의 파이프로 

되어있으며, 전열관 하단부로 유입되도록 연결되어 있다. 타계통과의 연결 노즐

의 위치와 크기는 척도기준을 따라 배치하 으며, 단지 증기 출구관의 개수는 기

준원전의 2개와 달리 1 개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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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종합실험장치의 증기발생기 설계자료 비교

Items ATLAS Scale

Number of SGs 2 1

Max. Heat Transfer Rate (MW) / 1 SG 9.82 203.7

Number of U Tubes 175 -

Steam/Feedwater Flow Rate / 1 SG (kg/s) 5.56 203.7

Saturated Steam Pressure (Mpa) 6.895 1

Saturated Steam Temperature (℃) 284.8 1

Primary Flow Rate (kg/s) -

Primary Pressure (Mpa) 15.2 1

SG Inlet Temperature (℃) 324 1

SG Outlet Temperature (℃) 291 1

Temp. Difference between SG Inlet/Outlet (℃) 33 1

U Tube Inner Diameter (mm) 12 0.71

U Tube Outer Diameter (mm) 14 0.74

Total Inner S. Area of U Tubes (㎡) 42.2 1/211.2

Total Outer S. Area of U Tubes (㎡) 47.4 1/201.8

Averaged U Tube Length (m) 9.46 0.474

U Tube Pitch (mm) (Hydraulic Dia.) 20(18) 0.787(1.0)

Feedwater Temperature (℃) 232.2

Recirculation Ratio 3.9

Econ. Flow (0 - 20% Power) 0 1

Down. Flow (0 - 20% Power) 0/20 1

Econ. Flow (20 - 100% Power) 10/90 1



- 194 -

표 6.2 증기발생기 이차측 압력 손실

Region Geometric K-Factor

DC to Tube Bundle 1.85

Tube Support Grid (Total) ∼ 1.14

Tube Region to Bundle Exit 0.09

Top of Bundle to Can Deck 0.09

Steam Separator 3.51

Feedwater Region 0.15

표 6.3 증기발생기 일차측 정상상태시 압력손실 및 계수

Component
Forward / 

Reverse K

Flow Area 

(㎡) APR1400

Velocity (m/s) 

APR1400

P. Drop (psi) 

BE
*
/ATLAS

Inlet Nozzle 0.75/0.44 1.06 14.74 6.34/-

Tube Entrance 0.30/0.47 2.54 6.17 0.34/-

Tube Friction 17.4/17.4 2.54 5.8 22.34/11.58

Tube Bend 0.5/.5 2.54 5.8 0.57/-

Tube Exit 0.47/0.3 2.54 5.5 0.45/-

Outlet Nozzle 0.04/0.89 0.46 15.4 0.41/-

Total 33.5/-

* BE : Best Estimate (With Tube Plugge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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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정상출력에서의 APR1400 SG 이차측 부위별 유량 및 평균 기포율

Region 유량 (kg/s)
평균 기포율

(정상 출력)

Hot Side Downcomer 2282 -

Cold Side Downcomer 1046 -

Economizer 1018 0.10

Straight Tube 4347 0.12

Tube Bend 4347 0.23

Riser 4347 0.26

Separator 4347 0.26 (Inlet)

Dryer 1131 0.9975

Total DC Flow 3329 -

표 6.5 증기발생기 요소별 높이 비교

높이 (m) (Reference : top of tube sheet) ATLAS Scale

Economizer Section 3.25 0.5

Top of Riser Section 12.58 0.5

Econ. Downcomer Nozzle 3.28 0.5

Econ. Feedwaer Nozzle 0.77 0.5

Downcomer Feedwater Nozzle 10.43 0.5

Min. U Tube Height 7.57 0.5

Max. U Tube Height 10.58 0.5

Steam Outlet Nozzle 14.38 0.5

Nominal water level : 489.7 inch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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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증기발생기 요소별 부피

요소별 부피 (㎥) ATLAS Scale

Inlet Plenum 0.0829 288.0

Outlet Plenum 0.0829 288.0

Inside Tubes 0.201 297.0

Total Riser Section 0.54 285.0

Downcomer 0.1682 288.0

Steam Dome 0.391 288.0

Total Primary Side 0.285 294.5

Total Secondary Side (Int. Structures 포함) 1.14 287.4

* 습분분리기, 건조기 및 내부구조물에 대한 체적은 고려하지 않았음

표 6.7 참조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척도비에 따른 열수력 자료 비교

U

(Overall

Heatransfer

Coefficient)

△T

(Averaged 

일/이차측 

온도차이)

△P

(Tube 

inlet to 

outlet)

MPa

P

(이차측 

증기압)

MPa

Riser 

Volume

Ratio

Total 

Tube 

Volume

Ratio

Heat 

Transfer

Area

Ratio

Phasic

Velocity

Ratio

( j
*)

No of 

Tubes

APR1400 9719 15.4 0.159 69 - - - - 12559

A T

L A

S

SG

ID=17 mm

(1/1)
9960 23.5 0.059 62

1/288 * 

1.02

1/288 * 

1.03
1/288 0.71 87

ID=12mm

( 1/ 2)
10300 14.9 0.0843 69

1/288 * 

1.23

1/288 * 

1.29
1/203.6 0.84 175

ID=12mm

( 1/ 2)
Tube Plugged

(10%)

10200 17.4 0.010 <69 - - 1.259.2 0.95 154

ID=8.5mm

(1/2)
14280 7.7 0.129 >69

>1/288*

1.23

>1/288

*1.29
1/203.6 1 349

j *=
v

(D/2) 2
[

ρ
gD(ρ f-ρ g)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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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증기발생기 부위별 구조물 질량

Region Mass (lbm)

inlet nozzle 8200

inlet plenum 71390

divider plate 7913

tube sheet 143269

outlet plenum 71192

outlet nozzle 4443*2

stay cylinder 846

SG shell 647963

SG dome 105372

Support skirt 9983

steam dryers 25165

separators 11699

egg crates 21389

shroud 98368

center cylinder 9588

tube (Inconel-690) 276354

* 재질: Carbon Steel SA508, C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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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증기발생기 파단계통 밸브 사양

Item Specification

밸브형식 On/Off (Ball or Gate Valve)

밸브직경 1 인치

연결방식 플렌지

총수량 3

작동유체 Steam-Water

최대 허용 온도 (℃) 400 

대기온도 (℃) (-)20  -  60

재질 STS-316

Opening Time (sec) Less Than 0.1

Accuracy

   Dead Band Less Than 0.3%

   Hysteresis Less Than 1.0%

   Linearity Less Than 2.0%

작동방식 Air Operated

Power Supply 10 - 30 VDC

Air Pressure (bar) 3 - 4 

제어신호 4 - 20 mA

Accessary
Limit Switch Transmiter,

Ai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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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eg
 Nozzle

Cold Leg Nozzle

Economizer
 Feedwater
 Nozzle

Tube Sheet

Flow Distribution
Plate

Tube 
Support Plate

Active 
U Tube

Separator

Lower 
Head

Inlet Plenum Outlet 
Plenum

Divider Plate

Downcomer 
Shell

Economizer 
Downcomer 
Pipe

Main
Downcomer
 Pipe

Feedwater
 Downcomer
 Nozzle

Top Head

Outlet 
Nozzle

Economizer 
Divider
Plate

Lower
 Shroud

Top Shroud

Filler Box

Inactive U Tube

Break Valve

Break Spool Peace

그림 6.1 축소 설계된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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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Valve

Venturi Flow Meter

Break Orifice

Spool Piece

Flow

그림 6.2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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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ATLAS 이차계통의 기본설계 계산서

7.1 이차계통의 개요

본 장에서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ATLAS)의 이차계통과 관련된 설계기

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기 운전, 정상상태 및 사고모의시 이차계통의 기능 및 

계통 내부 열수력학적 특징을 설명하고, 각종 계통의 필수 구성요소와 이에 관한 

척도해석 결과 및 설계 기술사양을 설명한다. ATLAS의 이차계통은 다음 기준으

로 설계되었다.

- 기준원전 : APR1400

- 축소모의비 : 높이 1/2, 면적 1/144, 출력 1/203.6 (1.96 MWt)

7.1.1 이차계통의 기능

ATLAS의 이차계통은 일차계통 노심에서 발생한 열에너지의 열침원(Heat 

Sink)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터빈을 모의하지 않는다. 또한 이차계통은 

APR1400을 기준원전으로 하여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그리고 응

축 및 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발생된 주증기는 주증

기배관을 통하여 응축 및 냉각계통으로 공급되고, 응축기에서 응축되고 열교환기

에서 설정온도로 냉각된 급수는 주급수펌프에 의해 주급수계통을 거쳐 증기발생

기 이차측으로 재공급되는 폐쇄회로(Closed System)를 형성한다. 

이차계통은 실험장치의 초기 저온운전 상태로부터 정상운전 상태까지 일차계

통의 노심 부하와 연동하여 발생한 열에너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

며, 사고 모의시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열수력 특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각 계통

의 배관, 각종 밸브 및 펌프의 특성을 모의한다. 

이차계통은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주요 경계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차계통

에 설치되는 각종 밸브의 동적 특성과 배열 및 주급수와 보조급수의 조건 및 작

동특성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어되어야 한다.  특히, 이차계통

의 중요 기능인 초기운전 및 정상상태 운전시 일차측 노심출력에 따른 열에너지 

제거능력 확보의 측면에서 응축 및 냉각계통에 대한 설계 및 제어능력의 확보가 

이차계통의 성능 보장에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7.1.1.1 계통의 구성요소 

이차계통은 주증기, 주급수, 보조급수, 그리고 응축 및 냉각계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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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계통의 필수 구성요소와 설계 주안점을 표 7.1에 표시하 고, P&ID 개념도

를 그림 7.1에 나타내었다. 

7.1.1.2 기준원자로의 요구 기능

기준원자로의 이차계통은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를 터빈에 공급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급수 및 응축계통의 설비가 부가되고, 사고 및 천이 

운전을 위한 증기방출계통, 보조급수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사고시 공학적안전설

비계통의 제어신호에 의한 각종격리밸브의 작동을 통해 이차계통은 격납용기 외

부와 격리된다.

정격운전시 기준원전(APR1400)의 주급수는 온도 232.2 ℃, 압력 7.69 MPa, 유

량 1069.8 kg/s의 조건으로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주입되며, 온도 289.4 ℃, 압

력 7.38 MPa의 주증기가 터빈으로 입력된다. 이때 증기발생기의 최대 열출력은 

3,983 MWt이다. 증기발생기당 2개의 주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

증기관에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ADV, 1 개), 주증기 안전밸브(MSSC, 5 개), 주

증기 격리밸브(MSIV, 1 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증기관이 모이는 

주증기헤더 하류측에 터빈 정지밸브, 터빈 우회밸브 등이 설치된다. 

주급수는 증기발생기당 1 개의 하향유로 노즐과 2 개의 이코노마이저 노즐을 

통하여 증기발생기로 주입되며, 주입유량은 각각의 주급수 유량조절밸브에서 독

립적으로 조절된다.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 불가능할 경우 고온 대기 

운전모드에서 증기발생기의 급수량을 유지하고 일차계통이 고온대기 상태에서 

정지상태로 가는 동안 일차계통이 정지냉각계통과 연결될 때까지(일차계통의 온

도/압력: 176.7 ℃/2.83 MPa)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유지한다. 보조급수계통은 각

각 독립된 Train으로 구성된다. 

7.1.1.3 각 운전 단계별 계통의 요구 기능

이차계통은 일차계통에서 발생한 열에너지의 열침원(Heat Sink)의 역할을 수행

하고, 터빈은 모의되지 않는다. 또한 이차계통은 APR1400을 기준원전으로 하여 

이차계통의 주증기계통과 주급수계통 그리고 보조급수계통의 주요 기기와 응축 

및 냉각계통 관련기기로 구성된다.

이차계통은 실험장치의 정상운전 상태까지 일차계통의 노심 부하와 연동하여 

발생한 열에너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고모의시 기준

원전의 이차측 열수력 특성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장치의 Heat-up 과정

에서 이차계통은 일차계통이 정상상태로 Heat-up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계통의 배관, 밸브 및 펌프의 특성을 모의하여야 

하며, 제어로직은 초기 Heat-up 과정과 정상상태 및 사고모의 과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Heat-up 단계시 요구 기능

일차계통의 충분한 Heat-up을 보장하고 실험 초기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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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의 온도와 유량을 순간 설정 조건의 80 ∼ 120% 내에서 조절 가능하도

록 구성된다. 하향 유로와 이코노마이저 급수유량은 노심출력과 주증기 유

량 그리고 증기발생기 이차측 수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 

- 정상상태 운전시 요구 기능

정상 운전조건은 사고 모의시 초기조건을 제공하는 상태로서, 이차측은 일

차측 열출력에 해당하는 양을 제거함으로써 일차측과 이차측의 열평형을 이

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차측 열출력에 비례하는 열

방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급수의 조건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사고모의시 요구 기능

사고모의시 이차계통의 기능을 요구하는 주요 사고유형에는 주증기관 파단

사고, 주급수관 파단사고, 급수상실사고 등이 있으며, 초기 Heat-up 과정, 

정상운전 과정과 사고모의시 이차계통의 요구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증기 안전밸브(MSSV) 및 대기 방출밸브(ADV)의 개방 및 방출유량 

제어

② 주증기 격리신호(MSIS)에 따른 격리밸브(MSIV, MFIV)의 계통 격리

③ 보조급수 주입신호(AFAS)에 따른 보조급수 주입  

④ 주요 밸브의 동적 특성(반응속도, 이상유체 임계유량, 등) 및 배열 

⑤ 주증기관 및 주급수관의 압력강하 특성

⑥ 일차측과의 열평형 유지를 위한 냉각계통 제어

7.1.2 이차계통의 설계시 고려사항

7.1.2.1 열수력적 요구사항

이차측 열수력 현상에 향을 미치는 주요 사고유형으로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주급수관 파단사고, 전체급수 상실사고 등이 있으며, 주요 열수력 현상은 파단부 

또는 주증기 안전밸브를 통한 이상 임계유속 등이다. 따라서 이차계통 자체에 대

한 열수력 현상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주요 열수력 현상

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차계통 배관에 설치되는 각종 밸브의 동적 특성과 배열 

및 방출유량, 주증기관과 주급수관의 압력강하 특성 및 급수조건, 보조급수의 작

동 특성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7.1.2.2 기하학적 요구사항

주증기관과 주급수관은 기준원전의 기하학적 형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

며, 압력강하, 초기상태 또는 정상상태시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팽창을 충분히 

흡수하고 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증기관은 주증

기 격리밸브를 정점으로 하여 증기발생기 노즐까지 일정비율의 기울기(3 m 당 3 

cm)로 설계되어 응축수의 배수를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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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차계통의 척도해석

7.2.1 척도해석 방법

ATLAS는 기준원전(APR1400)의 1/288 체적, 1/2 높이 척도비를 기준으로 설

계되고, 노심출력은 정격 노심출력비 1/203.6의 10% (10% of Scaled Full Power, 

약 1.96 MWt) 정도이다. 따라서 이차계통의 용량(특히, 응축 및 냉각계통의 용

량)은 노심출력비(1/203.6)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이차계통에서 척도해석이 적

용된 구간은 주증기배관 중 증기발생기 증기노즐로부터 격리밸브 전단까지

(ADV, MSSV 배관 포함), 주급수배관 중 증기발생기 급수노즐로부터 각각의 격

리밸브, 그리고 보조급수배관 중 주급수 하행유로 배관 연결점으로부터 보조급수 

격리밸브까지로 제한하 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척도법을 적용하지 않았

다.

7.2.2 척도해석 결과

표 7.2에 이차계통에 대한 기준원전의 설계자료와 척도해석 결과를 표시하 다. 

그림 7.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증기 및 급수배관에는 기준원전의 격리밸브와 유

량조절밸브의 역할을 겸하는 격리 및 유량조절 밸브가 1 개씩 설치된다. 기준원

전의 경우 증기발생기당 2 개씩의 주증기배관이 있으나 본 장치에서는 1 개씩의 

주증기 배관을 모의하고, 주급수는 2 개의 Economizer 노즐과 1 개의 

Downcomer 노즐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주입된다. 기준원전의 설계 자료는 참고

문헌에 열거되었다. (KOPEC, 1998b; KOPEC, 1999a)

7.2.3 이차계통 개념설계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차계통의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은 일차측의 출

력에 따른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의 열제거 성능과 사고 모의시 주증기 및 주급

수 배관에 위치하는 각종밸브의 동적 특성 등이다. 이차계통은 폐쇄회로 형태로 

구성되므로 이차측의 열제거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격 주증기량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증기관 내경의 확보와 더불어 응축 및 냉각계통의 용량 결

정과 이에 따른 성능 확보차원에서의 계통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응축 및 냉각 계통의 설계에 관계된 사항을 설명한다. 

7.2.3.1 재순환 응축수 유량

그림 7.1에 나타나 있듯이 주증기는 응축탱크에서 재순환 응축수와의 직접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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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을 통하여 응축이 이루어진다. 재순환 응축수의 최소 유량은 다음의 질량 

및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때 주증기는 재순환 응축수와의 직접

접촉 열전달에 의하여 100% 응축된다고 가정하 다.

M ̇LhL+ M ̇GhG= ( M ̇L+ M ̇G )hC                            (7.1)

여기서 

M ̇L : mass flow rate of recirculated water - kg/s

M ̇G : mass flow rate of steam 1.12 kg/s

 hL : enthalpy of recirculated water 949.62 kJ/kg

 hG : enthalpy of steam 2772.18 kJ/kg

 hC : enthalpy of condensed water 1272.55 kJ/kg

식 (7.1)을 사용하여 계산한 정상운전 중 재순환 응축수의 정격유량은 5.2 kg/s

이다. 

7.2.3.2 응축 및 냉각계통 용량

응축 및 냉각계통은 미세 액적(Spray)과 증기의 직접접촉응축에 의해 주증기를 

응축시키는 응축탱크와 응축수의 온도를 주급수 설정온도까지 낮추기 위한 열교

환기(Shell & Tube 형), 및 응축탱크의 수위와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주변장치

(Auto-Bleed, Vent, Injection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응축탱크에서 증기의 응

축 성능은 증기-액적의 직접접촉 면적, 시간 및 분사된 물입자(Droplet)의 크기

와 관계가 있다. 직접접촉응축 면적은 분사된 물 입자가 증기와 접촉하면서 열전

달이 이루어지는 면적으로서, 응축을 위한 물입자의 사용 효율과 증기-액적의 접

촉 시간과 연관된다. 따라서 응축탱크의 중요한 설계변수는 물입자의 평균크기

(SMD)와 이에 따른 Spray 분사기로부터 자유수면까지의 높이(Droplet의 총 낙

하거리)이다. 

주입되는 주증기를 효율적으로 응축시키기 위해서는 액적의 크기가 충분히 작

아서 증기-액적의 접촉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즉, 응축탱크내의 응축효율

은 액적의 크기와 응축탱크 크기(Droplet의 총 낙하거리)의 함수로서, 95% 응축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응축탱크의 최소 높이(H)는 다음의 식 (7.2)로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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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Hewitt, 1994; Heat Exchanger Design Handbook, 1983)

    H =  0.06
D
1.84
in

Γ (V
0.84
in -V

0.84
) (7.2)

여기서 

D in : mean diameter (SMD) of entering spray (m)

Γ : =ν
0.84
G

ρG
ρL 

V in : entering velocity of spray (m/s)

V : drop velocity of spray  (m/s)

ν : kinematic viscosity (㎡/s)

물입자의 낙하속도(Drop Velocity, V)는 다음의 실험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V-0.16 =  V-0.16in +3.23

Γ t

D
1.84
in

 
(7.3)

또한 물입자의 잔류시간 (Residence Time, t)은 식 (7.4)로서 계산할 수 있다.

      
Θ =  

T-T in

T sat-T in
 =  [1- exp [-(

4π
2
αLt

D2in )]]                 (7.4)
여기서 

Θ : thermal utilization of cooling water in the time t 

        or condensation efficiency ( 0 ≤ Θ  ≤1 )

T : average temperature of droplet (K)

T in : entering temperature of droplet (K)

Tsat : saturation temperature of the vapor (K)

αL : thermal diffusivity of liquid (㎡/s)

물 입자의 SMD를 1.5 mm, 분사속도를 5 m/s, 그리고 응축효율을 95%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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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식 (7.2) ∼ (7.4)에 의하여 응축탱크의 최소 높이를 구하면 약 3.5 m

이다. 계산에 사용된 유체의 상태량 및 조건을 표 7.3에 표시하 다. 응축탱크내

에서의 응축성능은 물입자의 평균직경과 접하게 관계되고, 물입자의 평균 직경

이 커질수록 응축탱크의 높이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Droplet의 크기는 응축탱

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변수이며, 본 설계에서는 Spray Nozzle의 성

능을 고려하여 응축탱크의 용량을 결정하 다. 향후 Spray Nozzle의 상세설계와 

성능검증을 통하여 응축탱크의 설계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7.3 이차계통의 기본설계

7.3.1 설계 기준

이차계통의 모든 배관 및 기기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III과 ANSI 3.1.1 기기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었다. 

7.3.2 주요 계통도

이차계통은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그리고 복수계통으로 구성

된다. 주증기 배관에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ADV), 주증기 안전밸브(MSSV), 주

증기 격리밸브(MSIV)가 각각 설치된다. 주급수계통은 주급수 펌프(MFP)와 주급

수 격리밸브(MFIV) 등이 설치된다. 보조급수계통은 독립된 Train으로 구성되며, 

보조급수 격리밸브(AFIV), 보조급수 펌프(AFP)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응

축 및 냉각계통은 복수탱크, 열교환기(Shell& Tube Type Heat Exchanger)와 주

변장치(Vent Condenser, Auto-Bleed, High & Low Pressure Injection System)

가 설치된다.

이차계통의 설계 압력 및 온도는 급수상실사고와 주급수관 파단사고의 한계치

에 의해 각각 100 bar 와 311 ℃로 한다. 이차계통의 개념도를 그림 7.1에 표시

하 다.

7.3.3 주증기계통

7.3.3.1 주증기배관 (Main Steam Line)

주증기배관은 증기발생기당 1 개씩으로 구성되고 총 2 개의 Train으로 구성된

다. 두 개의 주증기관은 주증기 헤더(Main Steam Header)에서 모여 복수탱크

(Condenser Tank)로 연결된다. 증기발생기로부터 주증기 헤더 사이에는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주증기 안전밸브, 주증기 격리밸브 등이 설치된다.

주증기 배관 및 각종 지지대의 설계는 열팽창의 향과 정상운전, 실험 중 과

도현상에 의한 모든 정적 및 동적부하 그리고 응력 및 모멘트를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주증기배관은 응축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주증기 격리밸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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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점으로 일정 기울기 (3 m 당 3 cm)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증기배관은 증기

발생기로부터 발생하는 최대 증기유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주증기배관의 기본 설계 사양을 표 7.2에 표시하 다. (Scaled Full Power의 

10% 경우 노심 열출력은 1.96 MWt이고, 이 경우 이차측 주증기 유량, 온도, 압

력은 각각 1.05 kg/s, 289.4 ℃, 73.8 bar이다.)

7.3.3.2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Atmospheric Dump Valve)

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혀 있거나 복수기가 방열부로서의 역활이 불가능할 때 증

기발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증기관마다 대기방출밸브가 하나씩 설치된다. 주

증기 방출밸브는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다. 이차계통의 밸브에 

대한 기본 사양을 표 7.4에 표시하 다.

7.3.3.3 주증기 안전밸브 (Main Steam Safety Valve)

주증기 안전밸브는 주증기관의 주증기 격리밸브 상류에 설치된다. 주증기 안전

밸브는 주증기배관당 3 개씩이 설치되며, 최대 증기유량과 동일한 증기유량을 통

과시키기에 충분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7.2에 APR1400의 주증기 안전밸브의 동

작 특성을 도식화하여 표시하 다.

7.3.3.4 주증기 격리밸브 (Main Steam Isolation Valve)

각 주증기 배관에는 1 개의 급속작동 주증기 격리밸브가 설치 된다. 각 밸브는 

파단된 주증기배관의 최대 증기유량에 대응하여 5 초 이내에 주증기 배관을 격

리할 수 있어야 하며, 주증기 격리밸브 상하류에 있는 주증기 배관 또는 관련 기

기의 파단사고시 주증기 격리신호(MSIS)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전원상

실시 닫히도록(Fail Close) 설계된다. 본 장치에서의 주증기 격리밸브는 주증기 

격리 기능을 수행하고 유량조절은 주증기 유량조절밸브에서 수행한다.

주증기 격리밸브의 동작특성을 그림 7.3에 표시하 고, 주증기 격리신호의 입력

신호와 설정치를 표 7.5에 표시하 다.

7.3.4 주급수계통

7.3.4.1 주급수 배관(Main Feed Water Line)

주급수배관은 열교환기 출구로부터 증기발생기 주급수 노즐까지를 의미한다. 

주급수는 1 개의 하향유로 노즐과 2 개의 이코노마이저(Economizer) 노즐을 통

하여 각 증기발생기로 주입된다. 주급수 노즐 전단에는 체크밸브와 주급수 격리

밸브가 각각 설치된다.  주급수 격리밸브는 유량제어장치의 제어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급수량을 조절하게 된다. 주급수 계통은 실험장치의 초기운전부터 정상상

태운전까지의 과정시에 필요한 양의 주급수를 미리 설정된 온도, 압력으로 조절

하여 증기발생기에 주입할 수 있어야 한다. 주급수배관의 기본사양을 표 7.2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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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주급수 펌프 (Main Feed water Pump)

주급수 펌프는 열교환기에서 냉각된 급수를 흡입하여 주급수 노즐까지 급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차계통의 펌프에 대한 사양을 표 7.6에 표시하 다.

7.3.4.3 주급수 격리밸브 (Main Feed water Downcomer Isolation Valve, Main 

Feed water Economizer Isolation Valve)

1 개의 하향유로 주급수 노즐과 2 개의 이코노마이저 주급수 노즐 전단에는 주

급수 격리밸브가 각각 설치된다. 주급수 격리밸브는 MSIS에 응하여 5 초 이내에 

계통을 격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급수 격리밸브의 동작특성을 그림 7.3에 

표시하 다. 

주급수 격리밸브는 일차계통의 출력과 증기발생기의 수위에 따라서 각각 주급

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병행한다. APR1400의 경우 일차계통의 출력이 0 

∼ 20%일 경우 주급수는 출력에 비례하여 하향유로 노즐로만 공급되고, 20 ∼ 

100% 출력인 경우에는 하향유로 노즐에 정격의 10% 유량만 공급되고 나머지 주

급수는 출력에 비례하여 2 개의 이코노마이저 노즐에 공급된다. 그림 7.4에 출력

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노즐간 주급수 유량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그림 7.5에는 

주급수 유량제어 로직을 설명하 다. 

7.3.5 보조급수계통

7.3.5.1 보조급수 배관 (Auxiliary Feed Water Line)

보조급수 배관은 증기발생기에 따라 별개의 배관으로 구성된다. 보조급수 배관

은 주급수 하향유로 노즐과 체크밸브 사이의 주급수 배관에 연결된다. 보조급수

계통은 정상운전시 정지 및 닫힘 상태이나 증기발생기 광역수위 저신호에 의한 

보조급수 작동신호(AFAS)에 의해 동작 및 열림 상태가 된다. 보조급수 유량은 

보조급수 유량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된다. 보조급수 배관의 기본사양을 표 7.2에 

표시하 다.

7.3.5.2 보조급수 펌프 (Auxiliary Feed Water Pump)

보조급수 펌프는 Train당 1 대가 설치된다. 보조급수펌프의 방출 수두는 110 

bar이며, 정격유량은 0.9 ㎥/hr이다. 작동신호는 보조급수 공급신호(AFAS)이다. 

보조급수 공급신호의 입력신호와 설정치를 표 7.5에 표시하 다.

7.3.5.3 보조급수 격리밸브 (Auxiliary Feed Water Isolation Valve)

보조급수계통을 증기발생기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밸브이다. 최대 유량은 보조

급수 펌프의 사양과 동일하다. 보조급수 격리밸브는 보조급수 공급신호에 응하여 

제어 열림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7.3.6 복수계통

7.3.6.1 복수탱크 (Condens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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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탱크는 주증기를 응축하기 위한 설비로서, 복수탱크에는 주증기 주입노즐, 

Vent-Condenser 노즐, Auto-Bleed 노즐, 복수 방출 노즐, 스프레이 노즐, 저압주

입수 노즐, 그리고 고압주입수 노즐 등이 연결되고, Manway가 설치된다. 주증기 

주입노즐로부터 주입된 증기는 복수방출 노즐에서 방출된 응축수가 열교환기를 

거쳐 재순환되어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스프레이에 의해 효과적으로 

응축되도록 설계된다. 이때 복수탱크의 수위는 고압주입계통과 Auto-Bleed 계통

에 의해 제어되고, 압력은 Vent-Condenser 계통과 스프레이 유량에 의해 제어된

다. 복수탱크의 개략도와 기본 사양을 그림 7.6과 표 7.7에 각각 표시하 다. 

7.3.6.1 열교환기 (Heat Exchanger-I & -II)

복수탱크로부터 방출된 고온의 응축수는 열교환기-(I)에 의해 냉각되어 주급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복수탱크로 재주입되는 재순환류는 열교환기

-(II)를 거치도록 설계된다. 열교환기-(I)의 냉각용량은 약 1.8 MWt이고 열교환

기-(II)의 냉각용량은 약 0.3 MWt이다. 열교환기의 총 정격용량은 2.1 MWt이다.  

 열교환기의 기본사양을 표 7.8에 표시하 다.

7.3.6.1 주변장치

복수탱크의 주변장치로는 저압 및 고압 주입장치, Vent-Condenser 계통, 스프

레이 분사계통, 그리고 Auto-Bleed 계통과 방출수의 응축을 위한 열교환기-(III) 

등이 있다. 저압주입장치는 복수탱크에 초기 수위를 설정하기 위한 설비로서, 정

상상태와 천이운전 시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복수계통의 주변장치에 대한 기본 

사양을 표 7.7에 표시하 다.

7.3.7 요약 및 결론

이차계통은 일차계통에 대한 열침원의 역할과 천이 및 사고모의 운전시 경계조

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차계통은 노심용량(1.96 MWt)에 맞추어 설계

되었으며 터빈을 모의하지 않고 주증기의 응축과 급수조건제공을 위한 응축 및 

냉각계통을 통한 폐쇄회로를 형성한다. 증기발생기로부터 각종 격리밸브까지의 

배관은 기본 척도법에 의한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이외의 배관 및 기기의 용량은 

노심용량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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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각 계통의 필수 구성요소 및 설계 주안점

계   통 필수 구성요소 설계 주안점

주증기

계통

(MSS)

주증기관(MSL)

대기방출밸브(ADV)

주증기안전밸브(MSSV)

주증기격리밸브(MSIV)

- 주증기 방출유량 및 압력강

하 특성, 증기체적

- 각종 밸브의 방출유량, 작동 

온도 및 압력, 작동시간, 작

동특성 등

주급수

계통

(MFS)

주급수관(MFL)

주급수펌프(MFP)

주급수격리밸브(MFDIV, MFEIV)

- 주급수조건 : 온도, 압력, 유

량조절

- 펌프 : discharge head, 용량

보조급

수계통

(AFS)

보조급수관(AFL)

보조급수펌프(AFP)

보조급수격리밸브(AFIV)

- 보조급수유량

- 펌프 : discharge head, 용량

응축 및 

냉각계통

(CS)

복수탱크(Condenser)

열교환기(Heat exchanger)

주변장치(Injection system, Vent 

& Bleed system, etc)

- 증기응축 방법 및 용량

- 제어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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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척도해석 결과 (1/3) - 주증기계통

Parameter Description APR1400 (P) Units ITL (M) Ratio (M/P)

1 Main steam system

Main Steam Line

No. of Main Steam Line(MSL) per SG 2 ea 1.0000 1/2

Design Steam Flow Rate per SG 1131.847 kg/s 0.5559 1/2036

Rated Steam Flow Rate per SG 1069.776 kg/s 0.5254 1/2036

Design Pressure 8.756 MPa 9.9974 1.14/1

Design Temperature 301.667 oC 310.9444 1.03/1

Steam Temp. at SG outlet 289.389 oC 289.3889 1/1

Steam Press. At SG outlet 7.377 MPa 7.3774 1/1

I.D. of MSL from SG to MSIV 0.711 m 0.0838 1/8.49
Flow area (from SG to MSIV) 0.3973 m2 0.0055 1/72.0
주증기배관 실제 크기 m 0.0737

주증기배관 실제 면적 m2 0.0043

Length (from SG to MSIV) 59.400 m 19.6883

Volume of MSL from SG to MSIV per SG 47.194 m3 0.1639 1/288

주증기배관 조정 체적 0.0839

I.D. of MSL from MSIV to header N/A m 0.0243 1.0 in sch80

I.D. of Main Steam Header N/A m 0.0493 2.0 in sch80

Flow area of Main steam Header N/A m2 0.0019

I.D. of steam line from steam header to
condenser

N/A m 0.0493 2.0 in sch80

Flow area (from Steam header to
condenser)

N/A m2 0.0019

I.D. of Steam Dump line to Silencer m 0.0737 3.0 in sch80

Material

Special

Parameter Description APR1400 (P) Units ITL (M) Ratio (M/P)

Valves - MSSV

Quantity per MSL 5 ea 3 3/5

Set point of MSSV 8.10/8.10/8.10/
8.31/8.48

MPa 8.10/8.31/8.48 1/1

Design Pressure 9.1 MPa 9.1 "

Design Temperature 299 oC 299 "

Max. Capacity at SG pressure 9.1MPa per
1MSSV (1,2)

119.7 kg/s 3.528 1/33.9

Max. Capacity at SG pressure 9.1MPa per
1MSSV (3,4,5,6)

119.7 kg/s 1.176 1/101.8

Orifice diameter (1,2) 0.115 m 0.023 1/5

Orifice diameter (3,4,5,6) 0.115 m 0.013 1/8.85

I.D. of MSSV 1,2 Branch Line (inlet) 0.152 m 0.031 1.25 in sch80

I.D. of MSSV 1,2 Branch Line (outlet) 0.254 m 0.052 1/4.88

I.D. of MSSV 3,4,5,6 Branch Line (inlet) 0.152 m 0.018 3/4 in sch80

I.D. of MSSV 3,4,5,6 Branch Line (outlet) 0.254 m 0.030 1/8.47

Working Fluid Sat. Steam - Sat. Steam -

Valve - ADV

No. of ADV per SG 2 EA 1 1/2

Controllable capacity per valve at 7.59MPa 7.94 kg/s 0.078 1/101.8

Design relieving capacity per valve, 100%
open at 6.9MPa

138.6 kg/s 1.361 1/101.8

Design Pressure 9.1 MPa 9.1 1/1

Design Temperature 299 oC 299 1/1

I.D. of ADV Branch Line (inlet) - m 0.0189 3/4inch sch80

I.D. of ADV Branch Line (outlet) - m 0.0325

Type - Control Valve

STS-316

Long radius elbow, Welding neck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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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척도해석 결과 (2/3) - 주급수계통

Parameter Description APR1400 (P) Units ITL (M) Ratio (M/P)

2 Mian feed wate system

Main Feed Water Line

Design Pressure 9.653 MPa 9.9974 1.04/1

Design Temperature 308.389 oC 310.9444 1.01/1

Normal Flow Rate of F/W per SG 1069.776 kg/s 0.5254 1/2036

Normal Flow Rate of Economizer F/W per SG 962.799 " 0.4729 1/2036

Normal Flow Rate of Downcomer F/W per SG 106.978 " 0.0525 1/2036

No. of Economizer F/W Nozzle per SG 2.000 ea 2.0000 1/1

Feed Water SG Inlet Temp. 232.222 oC 232.2222 1/1

Feed Water SG Inlet Press. 7.688 MPa 7.6877 1/1

I.D. of Downcomer F/W line (SG to Reducer) 0.146 m 0.0122 0.5in sch80

I.D. of Downcomer F/W line(reducer to MFIV) 0.243 m 0.0203 1.0in sch80

Length of Downcomer line (SG to Reducer) 20.00 m 7.6615

Length of Downcomer line (Reducer to MFIV) 31.50 m 10.9285

Volume of Downcomer (SG to Reducer) 0.335 m3 0.0012

Volume of Downcomer (Reducer to MFIV) 1.461 m3 0.0051

I.D. of Economizer F/W Inlet line(SG to Reducer) 0.318 m 0.0265 1in sch80

I.D. of Eco. F/W line(Reducer to 1st MFIV) 0.548 m 0.0457 2in sch80

Length of Eco. Feed line (SG to Reducer) 24.10 m 14.3189

Length of Eco. Feed line (Reducer to MFIV) 16.80 m 7.2221

Volume of Eco. Line (SG to Reducer) 1.914 m3 0.0066

Volume of Eco. Line (Reducer to MFIV) 3.962 m3 0.0138

I.D. of Downcomer F/W Inlet line(MFIV to header) - m 0.0139 1/2in sch80

I.D. of Economizer F/W Inlet line(MFIV to header) - m 0.0139 1/2in sch80

I.D. of feed water header - m 0.0243 1.0in sch80

I.D. of line (from main feed water pump outlet to
main feed water header)

- m 0.0381 1.5in sch80

Material

Special

STS-316

Long radius elbow, Welding neck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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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척도해석 결과 (3/3) - 보조급수계통

Parameter Description APR1400 (P) Units ITL (M) Ratio (M/P)

3 Auxiliary feed water system

Auxiliary Feed Water Line

No. of Aux. Feed Water Train per SG 2 ea 1 1/2

Total No. of AFWP (Turbine-D / Motor-D) 4 (2 /2) " 2 2/4

Max. Flow Rate per SG at SG pressure 8.55MPa 181.732 m3/hr 0.893 1/203.6

Min. Flow Rate per SG at SG pressure 8.55MPa 124.941 " 0.614 1/203.6

Aux. Feed Water Inlet Temp. 5~50 oC 5~50 1/1

I.D. of AFL (from SG to AFIV) 0.146 m 0.012 1/2 in sch80

Flow area (from SG to AFIV) 0.01682 m2 0.00012

Length (from SG to ASIV)

Volume of MSL from SG to ASIV

Design Pressure 9.653 MPa 9.997 1.04/1

Design Temperature 308.389 oC 310.944 1.01/1

I.D. of AFL from AFIV to header - m 0.011 3/8 in sch80

I.D. of Aux. Feed water header - m 0.011 3/8 in sch80

Flow area of Aux. Feed water header - m2 0.00009 -

I.D. of AFL from Aux. Feed water pump to header - m 0.011 3/8 in sch80

Material

Special

7.3.2 Aux. Feed Water Pump (AFWP)

Total No. of AFWP 4 ea 2 2/4

Range of AFW Temperature 4 ~ 50 oC 4 ~ 50 1/1

Design head@48.9oC 1145.5 m 1145.5 1/1

Rated Discharge Head

Rated Flow Rate per Pump

Max. AFW Flow Rate per Pump

STS-316

Long radius elbow, Welding neck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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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복수탱크 설계를 위한 상태량

 Properties of steam (71 bar, saturated steam)

  Description Symbol Value Unit

  Density ρG 37.12 kg/㎥

  Specific heat CpG 5083.2 J/kg․K

  Latent heat hfg 1.4997×10
6

J/kg

  Viscosity μG 1.9099×10
-5

N-s/㎡

  Kinematic viscosity υG 5.1456×10
-7

㎡/s

 Properties of water (71 bar, 232.2 ℃)

  Density ρL 828.47 kg/㎥

  Specific heat CpL 4897.1 J/kg․K

  Thermal diffusivity αL 1.582×10
-7

㎡/s

  Prandtl number Pr 0.881 -

  Viscosity μL 1.155×10
-4

N-s/㎡

  Flow rate ML ̇ 5.2 kg/s

 Conditions

  Droplet SMD Din 0.0015 m

  Entering Velocity Vin 5 m/s

  Condensation

  efficiency Θ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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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이차계통 밸브 기술 사양

Index of Valve Description Operation
Working

Condition
(Bar/oC)

Rating
(ANSI)

Response
Time (sec)

Working
Fluid

Rated
Capacity
(m3/h)

Connecting
Line size
(ANSI,
sch80)

Pressure
Drop thru.

Valve
(kPa)

Control
range (or
Remarks)

OV-MSIV1-1 Main steam isolation valve
On/Off
Control

73.8 /
289.4 1500 <0.6

Sat.
Steam 48.774 1.0in <10 -

OV-MSIV2-1 " " " " " " " " " "

FCV-MSCV-1 Main steam flow control
Flow
Control " " <0.6 " 97.547 2in <140

2.95
~ 98

OV-MSSV1-1 Main steam safety valve
On/Off
control

81.0/Sat
. " " " 294.545 1.25in - set point

OV-MSSV2-1 " " " " " " " " - "
OV-MSSV1-2 " " 83.1/Sat " " " 95.308 3/4in - "
OV-MSSV2-2 " " " " " " " " - "
OV-MSSV1-3 " " 84.8/Sat " " " 93.087 3/4in - "
OV-MSSV2-3 " " " " " " " " - "
OV-MS12-1 Steam line intermediate valve "

PCV-ADV1-1 Atomspheric dump valve
Pressure
control

75.9/Sat
. " " " 122.429 3/4in -

7.02~1
22.43

PCV-ADV2-1 " " " " " " " " - "

FCV-MFEIV1-1
Main feed water isolation valve
(Economizer)

Flow
control

76.9/232
.2 " "

Sub.
Water 2.282 1/2in <40

0.069
~2.3

FCV-MFEIV2-1 " " " " " " " " " "

FCV-MFDIV1-2
Main feed water isolation valve
(Downcomer) " " " " " " 1/2in " "

FCV-MFDIV2-2 " " " " " " " " " "

FCV-AFIV1-1
Auxiliary feed water isolation
valve

Flow
control 90/5~50 1500 <0.6 " 0.893 3/8in <50

FCV-AFIV2-1 " " " " " " " " "

OV-AFHIV-1
Auxiliary feed water line
isolation valve

On/Off
Control " " " " 0.893 3/8in -

OV-CDLO-1
Condenser low pressure
injection valve " 5/5~50 " " " 10.000 1.0in - 1.5in

OV-CDHI-2
Condenser high pressure
injection valve " 80/5~50 " " " 0.900 1/2in -

OV-CDBL-3 Condenser auto-bleeding valve " 71/Sat. " "
Sat.
water 0.900 3/4in -

OV-CDVT-4 Condenser vent valve " 71/Sat. " "
Sat.

Steam 17.900 3/4in - 1.0in

FCV-CDSP-1
Condenser spray recirculation
control valve

Flow
control 74/232.2 " "

Sub.
Water 23.900 3.0in <120

2.0in
0.7~24

FCV-CDHX-2
Heat exchanger-I shell side flow
control valve

Flow
control 5/60 150 " " 119.700

5.0in
sch40 -

4.0~12
0

FCV-CDHX-3
Heat exchanger-II shell side
flow control valve

Flow
control 5/60 " " " 20.300

2.5in
sch40 -

2.0in
0.8~21.
7

FCV-CDHX-4
Heat exchanger-III shell side
flow control valve

Flow
control 5/60 " " " 13.100

2.0in
sch40 -

0.8~21.
7

* 공통사양 :
1. 재질 : Valve body SUS316
             Seat 등 비부식재질
2. Leakage class : Class-V
3. Stem positioner : On/Off를 제외한 모든 유량제어밸브에 부착 (Response time<=0.4sec, Output :
4~2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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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MSIS와 AFAS의 입력신호 및 설정치

[1] 3 가지 조건 중 1가지 경우만 set point에 도달해도 MSIS발생

[2] 설정치는 압력이 감소할 때는 수동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압력이 증가시는 자동으로 증

가시킴.

[3] Reactor trip 설정치와 동일

[4] 보조급수작동신호 1은 SG 1에 속하고, 보조급수작동신호 2는 SG 2에 속한다 (독립 트레인

으로 구성)

[5] SG low water level의 경우 reactor trip set point는 42.9% 임.

정격 최대

출력
설정치 측정기 위치 수량 운전 여유도

 MSIS[1]

증기발생기 저압력

(MPa)
7.38 6.11

[2],[3]
SG 2/4

184.5∼284.

4

CMT 고압력

(MPa)
0.1 0.11

[3]
CMT 2/4 1.4∼2.4

증기발생기 고수위

(협역, %)
44 93.0

[3]
SG 2/4 19∼63

 AFAS
[4]

증기발생기 저수위

(광역, %)
79 23.5

[5]
SG 2/4 48.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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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이차계통 펌프 기술 사양

Specifications
Main Feed

Water Pump
Aux. Feed

Water Pump

Spray
Recirculation

Pump

High Press.
Injection Pump

Pump I.D. MFP AFP PP-DCSP-1 PP-DCHI-1

Design Pressure (Bar) 90 110 90 100

Suction Pressure (System Pressure, Bar) 65 ATM 65 ATM

Totoal Discharge Head (TDH, Bar) 15 100 10 85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oC) 232.2 5 ~ 50 232.2 5 ~ 50

Working Fluid
Subcooled

water
Subcooled

water
Subcooled

water
Subcooled

water

Fluid Density (kg/m3) 829.03 1000 829.03 1000

Normal Volume Flow Rate (m3/hr) 4.87 0.9 23.9 0.9

Power 3상, 440V 3상, 440V 3상, 440V 3상, 440V

Type
Canned

Motor (Non-
seal)

Plunger with
damper or
pulseless

Canned Motor
(Non-seal)

Plunger with
damper or
pulseless

Speed Control VVVF VVVF VVVF VVVF

Inlet/outlet pipe size (ANSI sch80s) 1.5 / 1.5 3/8 / 3/8 2.0 / 2.0 1/2 / 1/2

Quantity (EA) 1 2 1 1



- 219 -

표 7.7 복수탱크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Units ITL Remarks

Condensing & cooling system

Direct Condenser

Max. operating pressure MPa 8.30

Max. operating temperature oC 297.50

I.D. of condenser m 1.20

Horizontal inner Area of condenser m2 1.13

Effective Total height of condenser m 5.00

Effective Total Volume m3 5.65

Water Volume m3 1.58

I.D. of steam inlet nozzle m 0.0493 2.0in Sch80

Flow area of steam inlet nozzle m2 0.0019

Inlet steam temperature oC 289.40

Inlet steam flow rate (rated condition) kg/sec 1.05 Design:1.11

I.D. of condensed water outlet nozzle m 0.0972 4.0in Sch80

Outlet water temperature oC 286.70

I.D. of recirculated water inlet nozzle m 0.0737 3.0in sch80

Recirculated water temperature oC 221.00 T=68.4oC

Recirculated water Flow rate kg/sec 5.20 (22.6m3/hr)

No. of spray nozzle EA 4.00

Spray nozzle hole size m <0.0015 0.0015

No. of spray hole EA >700 700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oC 286.70

Normal operating pressure MPa 7.10

Low pressure injection flow rate m3/hr 10.00

I.D. of low pressure injection line m 0.0380 1.5in sch80*

High pressure injection flow rate m3/hr 0.90

I.D. of high pressure injection line m 0.0139 1/2in sch80*

Auto-bleed water flow rate m3/hr 0.90

I.D. of Auto-bleed line m 0.0189 3/4in sch80*

Orifice I.D. of Auto-bleed line m 0.004

Vent steam flow rate m3/hr 17.90

I.D. of steam vent line m 0.0243 1in sch80*

Orifice I.D. of steam vent line m 0.006

Materia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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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열교환기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Units ITL (M) Remarks

Condensing & cooling system

Condenser Heat exchanger-I

Max. operating pressure MPa 8.30

Max. operating temperature oC 297.50

In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C 286.70

Out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C 232.20

Max. water flow rate(tube side) kg/s 6.62 (28.8m3/hr)

Type Shell & Tube

Rated water flow rate(shell side) kg/s 33.10 (119.7m3/hr)

In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C 20.00

Out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C 35.00

Condenser Heat exchanger-II

Max. operating pressure MPa 8.70

Max. operating temperature oC 260.00

In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C 232.20

Out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C 221.00

Max. water flow rate(tube side) kg/s 5.50 (23.9m3/hr)

Type Shell & Tube

Rated water flow rate(shell side) kg/s 5.60 (20.3m3/hr)

In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C 20.00

Out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C 35.00

Materia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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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이차계통의 개념도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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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복수탱크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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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ATLAS 안전계통의 기본설계 계산서

8.1 안전계통의 기본설계

8.1.1 안전감압계통 기본설계

8.1.1.1 계통 개요 

안전감압계통은 발전소 비상시 안전주입계통의 비상냉각수가 원자로냉각재계

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하는 

압력 이하로 낮추는 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사고시 노심의 노출을 억제하고 피복

재 온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이 계통은 또한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압력을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할 수 있는 압력까지 강제로 강하시키는 

기능도 갖는다. 

기준원전(APR1400)의 안전감압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며(KOPEC, 1999a), 

각 Train 은 POSRV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와 배관, Sparger, 계

측 제어기 및 Vacuum Breaker로 구성되어 있다. POSRV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

체는 방출배관과 연결된 Sparger를 통하여 IRWST(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에 수용된다. 감압밸브의 개폐 압력은 미리 설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밸브가 개폐된다.

참조원전(KSNP)의 안전감압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며(열유동실험팀, 1997), 

각 Train은 안전감압밸브와 배관, 및 Rupture Disk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감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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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된다. 그러나 그 양이 많을 경우 Rupture Disk를 파괴하고 격납용기로 방출

된다. 감압밸브는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된다.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에서의 감압계통에 대한 사양과 참고문헌이 표 8.1 및 8.2 

에 각각 나타나 있다. 

8.1.1.2 열수력 현상의 분석 

안전감압계통은 안전주입계통이나 정지냉각계통의 작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

자로의 압력이 높아 이러한 계통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설계된다. 

예로 TLOFW (Total Loss of Feed Water) 사고시에는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공

급이 완전히 상실되며, 이 경우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 전달되는 열전달 양

이 줄고, 따라서 원자로는 과압된다. 이에 따라 원자로냉각재는 가압기 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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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된다. 이 사고에서 냉각재가 계속 방출되더라도 방출량이 

적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압력은 높게 유지된다. 따라서 안전주입계통의 물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냉각재가 계속 상실되기 때문에 노심이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차계통의 압력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안전감압계

통이 필요하다.

기준원전의 경우, POSRV가 열리면 안전감압계통 배관에서의 공기 및 비응축 

개스, 그리고 가압기 및 일차계통의 물과 증기는 밸브와 배관, 그리고 Sparger를 

통하여 IRWST로 방출되어 냉각된다. 유체가 밸브 및 Sparger 분사구멍을 통과

할 때에는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한다. 안전감압계통 배관에서의 공기 및 비

응축 개스가 IRWST 내 물과 접촉할 때에는 공기방울의 진동현상이 발생하며, 

대형공기방울의 진동으로 인하여 하중이 발생한다. 공기방울의 진동이 끝난 후에

는 가압기와 일차계통의 물 및 증기가 방출되며, 이 때 증기응축 현상이 발생한

다. 유체가 밸브를 통하여 계속 방출되면 IRWST 내 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

다. 

참조원전의 경우 운전원은 강제로 안전감압밸브를 개방하여 일차계통의 압력

을 강하시킨다. 안전감압밸브가 열리면 가압기 및 일차계통의 물과 증기는 밸브

를 통하여 격납용기로 방출되며, 이때 밸브에서는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하여 

유체의 방출량을 제한시킨다. 격납용기로 방출된 유체 (물 및 증기) 는 격납용기 

내부의 대기와 접촉하여 Steam Mixing 및 Condensation 현상을 발생시키며, 격

납용기의 온도 및 압력은 상승하게 된다.

종합실증실험장치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Blowdown 과정

이 과정은 가압기 안전감압밸브를 통해 방출되는 유체 (물과 증기) 의 Critical 

및 Subcritical Flow 현상을 포함한다. Blowdown 과정은 원자로 내부의 질량 및 

에너지 Balance에 심각한 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심의 노출 및 과열에 최

종적인 기여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IRWST 내 물 온도 및 구조물의 건전성에 

많은 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Critical Flow 현상이다.

2) IRWST 

IRWST 내 물은 중요한 Heat Sink이다. 일차계통의 유체가 IRWST 수조로 방

출될 때에는 Air Clearing 현상과 증기 응축현상이 발생한다. Air Clearing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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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압계통 운전 초기에 발생하며, IRWST 구조물의 건전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증기응축현상은 Air Clearing 현상이 끝난 후 발생하며, 

IRWST 내 물 온도가 포화온도에 가까워질 때에 커다란 하중이 발생하여 구조

물의 건전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Air Clearing 현상은 순간적인 하중을 

IRWST에 부여하나, 일차 및 이차계통의 열수력 현상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 증기응축에 의한 하중도 IRWST에 국한되며, 일차 및 이차계통의 열수력 현

상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IRWST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자세하게 모

의할 필요는 없다. 

8.1.1.3 설계요건

1)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안전감압계통이 작동할 때의 Blowdown 과정을 모의하기 위하여

는 실험장치의 감압계통을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성분이 실제 원전의 경우와 

같아야 하며, 일차계통 내 보유수량 (Water Inventory) 대 방출량 비가 보존되어

야 한다. 또한 안전감압밸브 후단의 압력 분포와 배관에서의 압력손실이 보존되

어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격납용기 모의용기로 방출되는 유동이 임계유동으로 지속되기 

위하여는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실제 원전에서의 압력과 같거나 또는 그

보다 작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시설의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은 실제 원

전의 격납용기 체적을 체적비로 나눈 값과 같거나, 또는 보충시설을 통하여 압력

을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IRWST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Air Clearing 현상과 증기 응

축현상을  모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차계통에 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모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기가 잘 방출되고 증기응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통을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Sparger의 Hole Pattern이 실제 발전소의 

Sparger와 같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운전상 요구사항

(가) 계측 측면

POSRV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유량과 배관 내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

야 한다. 한편 밸브가 작동하 을 경우 가압기 내 유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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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배관내 압력은 매우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배관 내 압력은 

일반적인 계측속도보다 빠르게 (예: 100 Hz 이상) 계측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용기나 모의 IRWST 내 수위, 유체의 온도, 용기 내부 및 벽에서

의 온도,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Air Clearing 현상이나 증기응축현상에서의 압

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압력에 대한 계측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 (1 kHz 이상) 로 계측되어야 한다.

(나) 제어 측면

안전감압밸브는 일정압력에서 자동 또는 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하며, 작동 압력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열림 시간은 Dead Time이 0.2 초, 

자동개방 시 개방시간은 1.5 초, 수동개방 시는 0.5 초가 되어야 하며 이 값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8.1.1.4 척도해석 

1) 척도해석 기준

 본 계통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원전: APR1400

- 참조원전: KSNP

- 높이비: 기준원전 1/2

- 체적비 (면적 축소비): 기준원전의 1/288 (1/144)

- 안전감압밸브 최대운전 온도, 압력: 18.7 MPa, 370 ℃

- 안전감압계통 척도해석 시 기준 열수력 현상: TLOFW 시의 Blowdown 과정

2) 1단계 척도해석

     안전감압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일차 및 이차 계통의 설계에 사

용된 척도법과 동일하다. 감압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며, 

주요 부품의 높이는 1/2 로 축소된다. 따라서 각 부품의 체적은 원형의 1/288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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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한 각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 값은 원형

과 같게 유지되어야 한다. 

3) 2단계 척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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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ritical Flow 현상

TLOFW 사고 발생시 일차계통 냉각재가 안전감압밸브와 Sparger를 통해 방출

되므로 감압된다. 감압 초기에는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이 격납용기 대기보다 충

분히 크기 때문에 방출통로 중 제일 단면적이 작은 곳에서 유체속도가 음속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Choking이 발생한다면 Choking이 발생하는 지점 즉 

Sparger 분사구멍 또는 계통 최소 흐름단면적에서의 유속은 기준원전과 실험장

치에서 서로 같도록 실험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유로에서 임계질량유속 (Gc: Critical Mass Flux)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 (박춘경, 1997)

Gc=Gref* f (ΔT
*
)                                              (8.1)

여기서 Gref,=Cd*(2ρ(Po-Pb))
0.5
  : 20 ℃ 물이 흐를 때의 유속  

     Cd : 방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

ρ : 20 ℃ 물의 도 (kg/㎥)

Po : 초기 유체압력 (Pa) 

Pb : Back Pressure (Pa)

ΔT*: ΔT / (Tsat -Tref)

ΔT : Tsat -To (℃)

Tsat : 초기 유체압력에 대한 포화압력 (℃)

To : 초기 유체온도 (℃)

Tref : 20 ℃ 

따라서 초기 유체의 온도 및 압력이 서로 같은 경우 방출계수가 서로 같다면 

임계질량유속이 서로 같게 된다.  

실험장치의 안전감압계통에서 최소 흐름단면적을 갖는 곳은 안전감압밸브의 

Throat이며, 이 곳에서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유속은 음속에 도달하며, 방출되는 냉각재를 보존하기 위하여는 실험장

치의 밸브 Throat 단면적이 실제밸브의 Throat 단면적의 1/203.6 이 되어야 하

고, 이 곳에서의 방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 가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Sparger의 분사구멍에서도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사구멍에서의 유속도 온도, 압력 조건이 원형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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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ing Ratio 등과 상관없이 같아진다. 방출 냉각재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실

험장치에서의 Sparger 분사구멍의 총 면적은 실제 Sparger의 1/203.6이 되어야 

한다. 한편 분사구멍에서의 방출계수를 보존하기 위하여는 분사구멍 크기를 보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Air Clearing 및 증기응축현상

참조원전에서 감압계통의 밸브가 개방되면 감압계통에 있던 물과 공기가 먼저 

Sparger 분사구멍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IRWST 내 물로 분사되며 (Air Clearing 

현상), 이중 공기는 특히 즉각적으로 응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공기

방울을 형성하고, 이 공기방울은 팽창/수축운동을 하며 IRWST 상부로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이러한 공기방울의 팽창/수축운동은 커다란 압력파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 압력파는 Sparger 형태, 방출되는 공기의 양, 가압기에서의 증기유속 등

의 함수이다. 

배관내 물 및 공기가 방출된 다음에는 가압기 및 일차계통에서의 증기/물이 

Sparger를 통하여 방출된다. 증기나 2상유체가 IRWST 내 물과 접촉하면 증기응

축현상이 발생한다. 증기응축현상은 압력파를 발생하며, 압력파의 크기는 증기유

속, 물 온도, 및 Sparger 형태 등의 함수로 알려져 있다. 

참조원전의 경우 감압밸브가 작동하면 배관내 공기와 일차계통의 증기/물은 격

납용기 대기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은 공기방울 거동이나 증기응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통의 설계에 특별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

다. 

기준원전의 경우에는 상기한 현상이 모두 발생한다. Air Clearing 현상은 안전

감압밸브의 개방시간과 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개방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공

기방울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방울로 형성되어, 심각한 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이에 반하여 개방시간이 길 경우 방출되는 공기는 하나의 공기방울을 형성하

기 보다는 수많은 공기방울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

는 하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원전에서의 안전감압밸브 열림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0.7-1.7 

초) 공기방울의 거동에 의한 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IRWST 내 구조물에게 하중을 발생시킬 뿐이며, 일차계통이나 이차계통의 열수

력학적 거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엄격한 척도법 적

용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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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응축 현상은 증기유속, 물 온도, 및 Sparger 형태 등의 함수이다. 증기응축

현상 축척에 대한 주요 인자는 응축율 (Q'c : Condensation Power) 과 증기 잠

열열속 (Eg : Vapor Latent Heat Energy Flux) 이며, 이 두 값의 비가 서로 같

으면 응축현상이 원형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보존된다. (Ishii, et al., 1996)

Q
'
c= a i*hcond*(Tsat-Tpool)       (8.2)

Eg=ρ g*Qg* i fg    and      (8.3)

(Q'c/Eg)R= a iR/QgR=1       (8.4)

여기서 ai, hcond, ρg, Qg, ifg는 Total Interfacial Area,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증기 도, Total Vapor Volumetric Flow Rate, 및 증기 

잠열이다.  식 (8.4)에서 QgR =(ain * uin)R이며, ain은 분사구멍 총면적, uin은 분사

구멍에서의 유속이다.  

원형과 실험장치는 동일 압력, 온도 운전조건에서 Sparger 구멍에서의 증기유

속이 실제발전소에서의 유속과 같도록 설계하고, 물 온도와 Sparger 형태를 실제

와 유사하게 모의할 필요가 있다. Global Scaling 방법과 Critical Flow 현상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실험시설에서의 Sparger 분사구멍의 직경을 

보존하고 총 분사 구멍 면적을 실제의 1/203.6 로 축소하면 증기 유속은 원형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같게 된다. 물 온도는 IRWST 체적 및 물의 양이 1/288로 축

소되어 설치되면, Sparger를 통하여 나오는 유체의 양이 일정비율로 유지되기 때

문에, 원형과 실험시설에서 같게 된다. 

Sparger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분사구멍의 크기와 분포를 원형과 실험장

치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사구멍의 크기는 유속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증기응축현상은 분사구멍의 직경과 그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춘경, 1999; USNRC, 1981) 따라서 분사구멍의 크기는 원형과 같게 유지하여

야 하며, 분포도 되도록 원형 Sparger의 분포와 같게 하여야 한다. 

8.1.1.5 계통 기본설계

실험장치의 안전감압계통은 하나의 안전감압밸브, 및 밸브, 계측기기, 배관 등

으로 구성된다 (그림 8.1 참조). 안전감압밸브 후단 배관은 격납용기 모의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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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본 실험장치에서 안전감압계통으로 부터의 유체는 격납용기 모의계통

으로 직접 분사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Vacuum Breaker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Air Clearing 현상 등 IRWST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의하지 않아도 

되며 Sparger 설계도 본 설계서에 기술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안전감압계통의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 안전감압밸브 : 안전감압밸브의 최대운전 온도 및 압력은 370 ℃, 18.7 MPa 

이다. 이 밸브는 Air Operated Globe Valve 로 ASME Section III, Class 1 

과 동급으로 설계 제작된다. 이 밸브의 개방시간은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2.0 초, 최소 0.5 초 이내에 개방 가능하여야 한다. 상세한 사양은 표 

8.4에 주어져 있다.

2) 방출배관 : 안전감압밸브 후단에는 안전감압밸브의 유동단면적을 보존하기 

위한 Orifice 가 설치된다. 배관에서는 유체의 온도 및 압력이 계측된다. (그

림 8.1 참조)

8.1.2 안전주입계통 기본설계

8.1.2.1 계통 개요 

    안전주입계통은 발전소 비상시 일차계통에 저온의 냉각수를 주입하여 노심

의 노출을 억제하고, 피복재 온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이 계통은 일차계통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로 강하하 을 때 작동한다.

참조원전 (KSNP) 의 안전주입계통은 4 대의 SIT (Safety Injection Tank), 2 

대의 고압주입펌프, 2 대의 저압주입펌프, 격리밸브, Check Valve 와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수는 일차계통 저온관으로 주입된다. (열유동실험팀, 1997) 

SIT는 저온관 하나에 하나씩 설치되며, 안전주입펌프는 각각 2 개의 저온관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SIT는 질소로 4.5 MPa까지 가압되어 있어, 일차계통의 압력

이 이 보다 작은 경우 자동적으로 찬 냉각수를 일차계통으로 주입하게 된다. 저

압주입펌프는 또한 정지냉각계통으로도 사용된다. 

기준원전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각각의 DVI 관에 안전주입펌프와 SIT가 

하나씩  할당된다. (KOPEC, 1999a) 또한 SIT 에는 Fluidic Device가 장착될 예

정이다.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에서의 안전주입계통에 대한 사양은 표 8.5 및 8.6

에 각각 주어져 있다. 

8.1.2.2 열수력 현상 분석

    안전주입계통은 주로 냉각재상실사고시 저온의 냉각수를 고온, 고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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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차계통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냉각재 상실사고시에는 일차계통의 물

이 외부로 방출되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일차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

계통이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하하게 된다. 제일 먼저 작동하는 기기는 고압

주입펌프이며, 주입 양은 일차계통의 압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압력

이 충분히 낮아지면 SIT 와 저온주입펌프가 순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기준원

전의 경우, 저압주입펌프의 작동은 없으며, 고압주입펌프가 계속 냉각수를 공급

한다.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주입 냉각수 유량: 주입되는 냉각수 양은 일차계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냉각재계통 압력이 높으면 냉각수 주입량이 작으며, 압력이 낮아질수록 냉

각수 주입량이 증가한다. 냉각수 주입량은 주입펌프 성능, SIT 압력, 및 배

관 특성 (K Factor 포함) 의 함수이다.

2) SIT: 기준원전의 경우 SIT에 설치된 Fluidic Device 는 냉각수 주입유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SIT 내 수위에 따라서 공급유량이 

변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심의 냉각에 지대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8.1.2.3 설계요건

1)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안전주입

계통을 통하여 일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유량이 보존되어야 한다. 주입 유량은 일

차계통의 압력 조건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 손실, 및 펌프의 특성에 따라 변한

다. 일차계통의 압력 조건은 실험시설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면 실제 원전에서의 

조건과 같게 된다. 따라서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 펌프의 일차계통 압력에 따

른 유량은 원형의 1/203.6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실험시설에서의 주입 

배관 체적 대 실제 원전의 배관 체적비 1/288가 보존되어야 한다. 

SIT의 경우 체적은 척도법에 의한 체적비 1/288로 축소되어야 하며, Fluidic 

Device 의 성능은 원형의 성능과 같아야 한다. 또한 SIT 로 부터 주입점까지의 

배관 체적과 압력손실 특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2) 운전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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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측 측면

각 주입점으로의 유량과 배관 내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SIT, 안전주입펌프, Charging 펌프 등으로부터의 유량과 온도 및 압력이 측

정되어야 한다. 한편 SIT 내부의 기체 및 물의 온도 및 압력과 수위가 측정되어

야 하며, IRWST 내부의 수위, 물온도 등이 측정되어야 한다. 자세한 계측지점 

및 계측기 특성은 상세 설계시 확정된다.   

(나) 제어 측면

주입점의 격리밸브와 Bypass 관에서의 공기작동밸브의 특성, 예로 개방/닫힘 

시간은 실제 원전의 경우보다 1/1.414 배로 축소되어야 한다. 배관 Alignment는 

하나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압 및 저압 펌프 유량은 계통 압력에 따라 미리 Program된 양만큼 주입되도

록 제어되어야 한다. 또한 SIT 유량도 Fluidic Device에 의한 유량만큼 주입되도

록 제어되어야 한다. SIT와 IRWST에서의 온도, 수위, 및 압력과 배관 내부의 

물 온도가 실험조건과 일치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라. 척도해석 

1) 척도해석 기준

본 계통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원전: APR1400

- 참조원전: KSNP

- 체적비: 기준원전의 1/288 

2) 1단계 척도해석

안전주입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각 부품의 

체적은 원형의 1/288로 축소되어야 하며, 격리밸브에서 주입점까지 도달하는 시

간이 기준원전보다 1.414 배 빠르게 배관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각 배관의 체

적비가 보존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값이 적절하게 축척되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3) 2단계 척도해석

(가) 안전주입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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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안전주입수 유량은 일차계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즉, 

일차계통 압력이 높으면 냉각수 주입 유량이 작으며, 계통압력이 낮아질수록 냉

각수 주입 유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안전

주입펌프는 일차계통 압력에 대응하는 축척된 유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어되

어야 한다. 주입유량은 기준 원전의 1/203.6이 되어야 한다.

(나) SIT

기준원전의 경우, SIT 에 설치된 Fluidic Device 는 냉각수 주입 유량을 자체

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SIT 내 수위에 따라서 공급 유량이 변화한

다. 차세대발전소에 사용될 이 Device 는 개발단계에 있다. 원형이 확정될 경우 

이 원형의 냉각수 방출 특성과 같은 유량을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나 제어 밸브

를 SIT에 설치하여야 한다. SIT 용량은 기준원전의 1/288, 참조원전의 SIT 용량

의 1/203.6 중 큰 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8.1.2.4 계통 기본설계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은 기준원전의 안전주입계통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참조원전의 안전주입계통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참조원전과 달리 기준원전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모두 4 개의 DVI 관에 

안전주입펌프가 하나씩 할당되며, SIT에는 Fluidic Device가 장착된다. 따라서 이

러한 차이점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기기와 배관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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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ing 펌프, 2 대의 저압주입펌프 (SCS 펌프), 2 기의 IRWST 모의용기,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그림 8.2 참조). 안전주입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

며, 각 Train에는 각 2 대의 고압안전주입펌프와 1 대의 저압안전주입펌프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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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에 물을 공급한다 (그림 8.1에서 실선 부분: 실제 실험장치에는 다른 하나

의 Train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간이 배치

되어야 한다). 기준원전과 실증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 부품에 대한 사양이 표 

8.7 에 비교되어 있다.

SIT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배치되며, Fluidic Device는 제어밸브로 모의한다. 

한편 SIT 체적은 원형의 1/203.6으로 설계되며, 1/288의 체적을 모의하기 위하여 

Stand Pipe를 SIT 하부에 설치한다.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펌프 1 대가 두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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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 관을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한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

온관과 한 곳의 고온관 또는 두 곳의 DVI 관과 한 곳의 고온관에 냉각수를 주입

하도록 기기와 배관을 적절히 배치한다. 저압주입계통은 참조원전과 동일하게 1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온관을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저압주입펌프는 또한 정지

냉각계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기 및 배관이 배치된다. 

초기 안전주입펌프의 냉각수 공급원으로는 IRWST 모의용기(T-RWT-1)가 사

용된다. 한편 재순환 과정에서 안전주입펌프는 IRWST 모의용기(T-RWT-2)로 

부터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관이 배치된다.

안전주입계통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 Safety Injection Tank (SIT) : SIT 는 4 대가 설치되며,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00 ℃, 5.0 MPa이고, 용량은 0.333 ㎥이다. 이 탱크는 하부가 각

각 타원형인 Cylinder 형태이며, STS로 제작된다. 탱크 내부의 약 80%는 

물로 채워지고, 질소 가스로 최대 4.5 MPa까지 가압된다. SIT 내부에는 

내부 유체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전기가열봉이 설치된다. SIT 상부에는 

질소 및 물이 공급되는 관이 각각 부착되며, 하부로 물이 나가게 된다. 

SIT 하부는 전기가열봉 및 Stand Pipe 가 용이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Flange 형태로 제작된다. SIT에는 질소 압력, 물온도, 및 수위가 측정될 

수 있도록 Port가 설치된다. 이 SIT는 보충수계통을 통하여 상온의 물을 

공급받으며, 질소공급계통으로부터 질소를 공급받는다. 상세한 사양은 표 

8.8 에 명시되어 있다. 

  2) 고압주입펌프 :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1 대만 설치되며 Charging은 별도의 

펌프로 수행한다. 고압주입펌프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77 ℃, 14.3 

MPa이고, 최대유량은 5.83  ㎥/hr이다. 한편 Charging 펌프의 최대 운전

온도 및 압력은 177 ℃, 21.0 MPa 이고, 최대유량은 0.4 ㎥/hr이다. 고압

주입펌프 자료는 표 8.9 에 있으며, Charging Pump 에 대한 사양은 표 

8.10에 주어져 있다.

  3) 저압주입펌프 : 저압 안전주입펌프는 1 대만 설치된다. 펌프의 최대운전온

도 및 압력은 205 ℃, 6.3 MPa이고, 설계유량은 8.9 ㎥/hr이다. 이 펌프 

하류에는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 펌프를 정지냉각계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사양은 정지냉각계통 설계에 명시되어 있다. 

  4) IRWST 모의용기 : 이 탱크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안전주입계통에 냉각수

를 공급하는 물 저장수조로서, 최소한 30 분간 고/저압 안전주입펌프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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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탱크는 또한 정상상태 운전시 일차계통에

서 유출되는 냉각재를 수용하며 충전펌프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갖는

다. 탱크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44 ℃, 0.3 MPa이며, 탱크내 수온을 

조절하기 위한 전기가열기가 수조 내부에 설치된다. 기타 상세한 사양은 

표 8.11에 명시되어 있다. 

  5) 배관 : 이 계통에는 다양한 크기 및 규격의 밸브와 Pipe가 사용된다. 실험

장치에서 고압 안전주입펌프 출구측은 1/2 인치 Sch. 160S, 저압 안전주

입펌프 출구측은 3/4 인치 Sch. 80S, SIT 하부는 1 인치 Sch. 160S Pipe 

및 밸브가 설치된다.

안전감압계통의 전 부품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외부로의 열전달을 최소화시킨

다. 한편 배관내 온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순환 Loop을 설치하고 

실험전에 RWT의 물을 재순환시킨다. 이를 위하여 재순환을 위한 방출로는 최대

한 안전주입점 근처에 설치하며, 재순환이 불가능한 지점에는 Tracer Heater를 

배관 외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SIT의 수온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회로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8.2 안전계통 기본설계 평가

8.2.1 안전감압계통

실험장치 설계에서 이상적인 척도해석 요건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감압배관 크

기와 Sparger 에서의 공기방울 거동 및 Vacuum Breaker 크기 등이다. 실험장치

의 감압배관 (밸브 하단에서 Sparger 입구까지) 크기는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값 

(1/144) 보다 크다. 그러나 배관의 전체 체적은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값과 같다. 

해당 감압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은 없다. 다만 이 배관의 단면적은 

Critical Flow 현상 관점에서 최소 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척도해석보다 

큰 배관의 사용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Vacuum Breaker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기방울의 거동은 일치 및 이차계통의 

열수력 현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공기방울 거동을 

적절하게 모의하지 않아도 사고 모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8.2.2 안전주입계통

이 계통에서 중요한 인자는 주입유량이다. 펌프 유량은 계통 압력에 따라 미리 

Program 된 양만큼 주입되도록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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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 설계에서 Scaling 방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배관 크기와 SIT이다. 

실험장치의 배관은 상용배관을 사용하는 원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척된 배관 

크기보다 훨씬 크다. 안전주입계통 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은 없기 때문

에 실험장치에서는 배관 크기를 실제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크기보다 큰 배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배관의 전체 체적은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값과 같게 유지

하며, 압력손실 값도 적절하게 축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관 크기의 척도왜곡이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SIT 체적은 참조원전 기준으로 설계하여 실제의 체적은 축척된 값보다 커진

다. 그러나 기준원전을 모의하는 경우, Stand Pipe를 사용하여 SIT 유효 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SIT 직경과 높이는 척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가 전체 성능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2.3 요약 및 결론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의 안전감압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실험장치의 안전

감압계통과 안전계통의 척도해석에 사용된 기준은 일차 및 이차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며, 높이를 1/2로 축소하고 체적을 1/288로 축소하 다. 안

전 감압계통 설계에서 이러한 척도법에서 벗어난 배관 및 Vacuum Breaker가 실

제 상황 모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고, 공기방울 거동과 관련된 Local 

Phenomena Scaling에 대하여 논의하 다. 척도왜곡을 평가한 결과 설계된 안전

감압계통은 해당발전소의 안전감압계통 거동을 무리 없이 모의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안전주입계통 설계에서는 배관 크기가 이러한 축척법에서 얻어진 값보다 

크며, SIT의 체적 및 직경과 높이가 축척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가 실제 상황 모의에 미치는 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8.3 KSNP 모의 가능성 평가

8.3.1 안전감압계통

실험장치 설계에서 이상적인 척도해석 요건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감압밸브 

Throat 면적과 감압배관 크기, Sparger에서의 공기방울 거동, 및 Vacuum 

Breaker 크기 등이다. 실험장치의 감압밸브 Throat 면적과 감압배관 (밸브 하단

에서 Sparger 입구까지) 크기는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값(1/203.6)보다 크게 설계

되었다. 해당 감압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은 없다. 그러나 이 감압밸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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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과 Throat Area는 Critical Flow 현상 관점에서 KSNP 모의 조건을 만족시

켜야 한다. 밸브의 Size 는 1/144보다 크게  설계하 으므로 용량에 따른 문제점

은 없다. 한편 밸브의 최소 단면적 조건은 밸브 후단에 설치되는 Orifice 직경을 

조절하므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KSNP에서는 가압기 증기가 격납용

기 내부로 그대로 분출되며 특별히 모의하여야 할 현상은 없다. 따라서 현 실험

장치의 안전감압계통으로 KSNP를 모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8.3.2 안전주입계통

KSNP를 모의하는데 중요 요소는 주입유량, 및 배관과 SIT의 용량이 있다. 펌

프의 용량은 체적비(1/203.6)에 맞게 설계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펌프 유

량이 계통 압력에 따라 미리 Program된 양만큼 주입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실

험장치의 배관은 상용배관을 사용하는 원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척된 배관 크

기보다 크다. 안전주입계통 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실험시설에서 SIT의 체적을 KSNP 위주로 1/288보다 큰 1/203.6 척도로 설계

하 다. 기준원전을 모의할 때는 Stand Pipe를 이용하여 방출되는 냉각재 양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으로 KSNP를 모의하는 데

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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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기준원전 (APR1400) SDS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Reference 

No. of POSRVs 4 ea
(KOPEC, 1998c) 

 App. III, p.18

Inlet Pipe Inside Diameter 0.2865 ft  App. III, p.15

Capacity  

   Saturated Steam (Max.) 630000 lb/hr
 App. III, p.18

 (at 2575 psia)

   Saturated Steam (Min.) 540000 lb/hr
 App. III, p.18

 (at 2500 psia)

   Saturated Water 830500 lb/hr
 App. III, p.19

 (at 2500 psia)

Min. Effective Flow Area 0.0645 ft
2

 App. III, p.66

Valve Opening 

Characteristics
Proportional  App. III, p.18

Opening Pressure 2463 ± 17 psia  App. III, p.18

Closing Pressure 2353 ± 17 psia  App. III, p.18

표 8.2 참조원전 (KSNP) SDS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Comments

Train 2 ea

Inlet Pipe Size 4 in Sch. 160

Capacity of Train A  

   Saturated Steam 537000 lb/hr

   Two Phase (50 % Quality) 663000 lb/hr

   Saturated Water 977000 lb/hr

   Total K Value 11.011  

Capacity of Train B  

   Saturaed Steam 538000 lb/hr

   Two Phase (50 % Quality) 664000 lb/hr

   Saturaed Water 978000 lb/hr

   Total K Value 10.946  

Min. Effective Flow Area 0.0645 ft2

Valve Opening Characteristics
Proportio

nal

Max, Steam Flow Rate thru Valve 600000 lb/hr at 2500 psia

Min, Steam Flow Rate thru Valve 515000 lb/hr at 2500 psia

Min. Effective Flow Area 0.0645 f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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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기준원전과 종합실증실험장치 SDS 사양 비교

Parameter Description
기준발전소 

(P)
Units

종합실험장치 

(M)

Ratio 

(M/P)

1. Train 2 ea 1 1/2 

2. Pipe

  Valve Inlet Pipe Size 4 in 3/4 1/5.6

  Valve Outlet  Pipe size  6 in 1 1/6 

3. Depressurization Valve

  Quantity 4 ea 1 1/4 

  Type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Air Operating 

Valve

  Inside Diameter 3.44 inch 0.612 1/5.6

  Design Pressure 17.35 MPa 18 1      

  Design Temperature 372 ℃ 370 1      

  Materia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Max. Flow Rate 159 kg/s 5.03 1/31.6

  Opening Time

     Dead Time 0.3 s 0.2 0.707 

     Full Stroke 1.7 s 1.5 0.707 

     Full Stroke (Manual) 0.7 s 0.5 0.707 

  Set Pressure

     Open 17.1 ± 0.1 MPa 17.1 ± 0.1 1      

     Close 16.3 ± 0.1 MPa 16.3 ± 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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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안전감압밸브 사양

Items Unit Value

Quantity EA 1

Type
Air Operated Globe Valve

Control Valve

Size 3/4 인치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8.7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370

Rating lb 2500

Max. Flow Rate (Steam) kg/s 5.03

Opening Time: Dead Time

       Full Stroke s
0.2

1.5 (0.5 초 for Manual)

Set Pressure: Open/Close MPa 17.1 / 16.3 ± 0.1

End Connection Flange

Material STS-316

Seat Tight ANSI V

Plug Characteristics EQ %

Accessary
Electro-Pneumatic Positioner,

Airset

Time Response 2 Hz 이상

Control Signal 4-20 mA

Valve Position 4-20 mA

Installation Requirement Loop seal shall be installed.



- 244 -

표 8.5 참조원전 (KSNP) SIS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Reference Comment

  1. Safety Injection Tank (SIT)

    - No. of SIT 4 ea [7] p360

    - Type Vertical, Cylindrical [7] p360

    - Design Temperature 200 oF [7] p360

    - Design Pressure 700 psig [7] p360

    - Operation Temperature 50-120 oF [2] App A, p 58

    - Total Volume 2400 ft3 [7] p360

    - Water Volume (Maximum) 1927 ft3 [7] p360

    - Water Volume (Nominal) 1858 ft3 [7] p360

    - Tank Diameter 108 in [2] App A, p 59

    - Tank Height 44.5 ft [7] p360

    - Elevation between Top/Outlet
Nozzles

499 in [2] App A, p 59

    - Nominal Gas Pressure 610 psig [7] p360

    - Max/Min. Gas Pressure 632/570 psig [2] App A, p 58

  2. High Pressure Injection Pump

       - Quantity 2 ea [7] p372

       - Type 8 Stages, Centrifugal,
Horizontal

[7] p361

       - Design Pressure 2050 psig [7] p362

       - Design Temperature 350 oF [7] p362

       - Maximum Flow Rate 1130 gpm [7] p362 Bypass 105 gpm 불포함

       - Design Flow Rate 815 gpm [7] p362 Bypass 105 gpm 불포함

       - Discharge Head 2850 ft [7] p362   1235 psig, at Rated Flow

       - Shutoff Head 4530 ft [7] p362

       - Head at Maximum Flow 1580 ft [7] p362

       - NPSH Required at Max Flow 20 ft [7] p362

       - Horse Power 910 hp [7] p362

       - Voltage 4160 Vac [7] p362

      - Required System Resistance 1915 ft [8] 6.3-50 Friction + Elevation loss with 1 pump
operation

  3. Low Pressure Injection Pump

       - Quantity 2 ea [7] p372

       - Type 1 Stage, Centrifugal,
Vertical

[7] p363

       - Design Pressure 900 psig [7] p363

       - Design Temperature 400 o
F [7] p363

       - Maximum Flow Rate 4670 gpm [7] p363 Bypass 120 gpm 불포함

       - Design Flow Rate 3850 gpm [7] p363 Bypass 120 gpm 불포함

       - Shutoff Head 470 ft [7] p363   145 psig, at Rated Flow

       - NPSH Required at Max Flow 20 ft [7] p363

       - Horse Power 470 hp [7] p363

       - Voltage 4160 Vac [7] p363

      - Required System Resistance 305 ft [8] 6.3-50 Friction + Elevation loss with 1 pump
operation

  4. Refueling Water Tank

       - Quantity 1 ea [7] p218

       - Type Vertical [7] p218

       - Internal Useful Volume 698000 gallon [7] p218

       - Design Pressure 1.5 psig [7] p219

       - Design Temperature 200 oF [7] p219

       -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60-120 oF [7] p219

       - Normal Operating Pressure atmospheric  [7] p219

       - Material Stainless Steel [7] p219

* References: 열유동실험팀, 1997; 하 준, 1996; KOPEC, KNGR F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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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기준원전 (APR1400) SIS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Reference Comment

    - DVI Nozzle ID 8.5 in [9] App. A, p.66

    - DVI Nozzle Flow Area 56.75 in2 [9] App. A, p.66

    - DVI Line Design Pressure 2500 psig  

    - DVI Line Design Temperature 700 oF  

  1. Safety Injection Tank (SIT)

    - No. of SIT 4 ea [10] 6.3-33

    - Desin Pressure 700 psig [10] 6.3-33

    - Desin Temperature 200 oF [10] 6.3-33

    - Operation Temperature 50-120 oF [9] App. A, p.64

    - Total Volume 2406 ft3 [9] App. A, p.64

    - Nominal Water Volume 1858 ft3 [9] App. A, p.64

    - Tank Diameter 108 in [9] App. A, p.65

    - Tank Length 499 in [9] App. A, p.65

    - Nominal Gas Pressure 610 psig [9] App. A, p.64

  2. High Pressure Injection Pump  

       - Quantity 4 ea [10] 6.3-33

       - Type Multi-Stages, Centrifugal,
Horizontal

[10] 6.3-33

       - Design Pressure 2050 psig [10] 6.3-33

       - Design Temperature 350 oF [10] 6.3-33

       - Max. Flow Rate 1306 gpm [9] App. A, p.123

       - Design Head 2850 ft [10] 6.3-33

       - Horse Power 910 hp [10] 6.3-33

  3. Refueling Water Tank

       - Quantity 1 ea [10] 6.8-10

       - Type Vertical

       - Internal Useful Volume 658,300 gallon [10] 6.8-10

       - Design Pressure 1.5 psig [10] 6.8-10

       - Design Temperature 290 oF [10] 6.8-10

       -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60-120 oF
       - Normal Operating Pressure atmospheric  

       - Material Stainless Steel [10] 6.8-10

* References: KOPEC, 1998c; KOPEC, APR1400 S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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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KSNP, APR1400, 및 종합실증실험장치 SIS 사양 비교

Parameter Description 참조발전소 기준발전소 (P) Units 종합실험장치 (M) Ratio (M/P)

   - Line ID (Injection Point) 11.2 8.5 inch 0.708   1/12

   - Line Design Pressure 2500 2500 psig 2610 1

   - Line Design Temperature 700 700 oF 700 1

  1.  Safety Injection Tank (SIT)

       - No. of SIT 4 4 ea 4 1

       - Design Temperature 200 200 oF 302 1.6
       - Design Pressure 700 700 psig 700 1

       - Operation Temperature 50-120 50-120 oF 50-120 1

       - Total Volume 2400 2406 ft3 11.77 1/204

       - Tank Diameter 108 108 in 11.75 1/9.2

       - Tank Height 44.5 41.6 ft 15.6 1/2.66

  2. High Pressure Injection Pump

       - Quantity 2 4 ea 2  1/2

       - Type 8 Stage, Centrifugal,
Horizontal

Plunger Type

       - Design Pressure 2050 2050 psig 2050 1

       - Design Temperature 350 350 oF 350 1

       - Max.l Flow Rate 1130 1306 gpm 25.6 1/51

       - Discharge Head (Design) 2850 2850 ft 2850 (6890) 1

       - Head at Maximum Flow 1580  ft 1580 1

  3. Low Pressure Injection Pump

       - Quantity 2 ea 2  

       - Design Pressure 900 psig 900  

       - Design Temperature 400 oF 400  

       - Maximum Flow Rate 4670 gpm 39.2  

       - Shut Off Head 470 ft 470  

  4. Refueling Water Tank

       - Quantity 1 1 ea 1 1

       - Internal Useful Volume 698,000 658,300 gallon 3,422 1/192

       - Design Pressure 1.5 1.5 psig 58 4.5

       - Design Temperature 200 290 oF 302 1

       - Materia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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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Safety Injection Tank 사양

Items Unit Value

No. of SIT EA 4

Type Vertical, Cylindrical

Flange Type 하부 Head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20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5.0

Operation Temperature ℃ 10 - 80

Total Volume ㎥ 0.4

Nominal Volume ㎥ Later

Tank ID m 0.299

Tank Height m 5.72

Thickness mm Later

Nominal Gas Pressure MPa 4.3

Max./Min. Gas Pressure MPa 4.5/4.0

Material STS-316L

Max. Flow Rate kg/s Later

Flange

18" Sch. 60 Flange

1" Sch. 60 Flange

1/2" Sch. 60 Flange

EA

EA

EA

1 

1

3

Electric Heater

Type

Capacity, 

Control Type

전원

Material

kW

Submerged, Indirect Heating

2.5

SCR

440 V, 3 Phase

STS-316

Thermal Insulation

단열재 상세설계 결과에 따름

지지구조물 상세설계 결과에 따름

기타 Heater 제어반, Vent/Drain 

Valve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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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High Pressure Injection Pump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Quantity EA 2

Type Plunger Type with a 

Stroke Adjustable

End Connection Flange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4.3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77

Max. Flow Rate ㎥/hr 5.83

Discharge Head (Design) m 1430

NPSH Required at Max. Flow m Later

Suction Diameter 1

Discharge Diameter 1/2

Material STS-316

전원 440 V, 3 Phase

기타 Inverter 및 제어반 포함

표 8.10 Charging Pump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Quantity EA 1

Type Plunger Type with a 

Stroke Adjustable

End Connection Flange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21.0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77

Max. Flow Rate ㎥/hr 0.4

Max. Discharge Head m 2100

NPSH Required at Max. Flow m Later

Suction Diameter Later

Discharge Diameter Later

Material STS-316

전원 440 V, 3 Phase

기타 Inverter 및 제어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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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IRWST 모의용기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Quantity EA 2

Type Cylindrical Vertical Vessel

Internal Useful Volume ㎥ 8.0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3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44

Tank ID m 1.66

Tank Height m 3.7

Operating Temperature, ℃ 10-80

Material STS-316

Flange

1/2" Sch. 10 Flange

1/2" Sch. 40 Flange

1" Sch. 10 Flange

1-1/2" Sch. 10 Flange

EA

EA

EA

EA

1

2

1

1

Penetration for 1.5" Sch. 80 Pipe EA 1

Electric Heater (SIS-Heater-1)

Capacity

Control Type

전원

kW 30

SCR

440V, 3 Phase

기타 
Heater 제어반, Vent/Drain 

Valve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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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izer

FCV-SDS-01

3/4", 160S
2", 80S

 

TF-SDS-01

1", 160S

ORF-SDS-01T

TF-SDS-01
T

P

PT-SDS-01

TF-SDS-02

Containment
Simulator

그림 8.1 종합실증실험장치 안전감압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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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종합실증실험장치 안전주입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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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ATLAS 보조계통의 기본설계 계산서

9.1 정지냉각계통의 기본설계

9.1.1 계통 개요

정지냉각계통은 발전소 정지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준원전(APR1400)의 정지냉각계통(KOPEC, 1999a)은 2 대의 정지냉각

펌프와 열교환기 및 격리밸브, Check Valve와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수

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에서 흡입되어 저온관으로 방출된다. 정지냉각계통

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은 격리밸브로 격리되어 있다. 격리밸브는 정상운전시에는 

닫혀있으며,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개방된다.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는 정지냉각펌프 후단에 있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을 적절히 냉각시켜 저온관으로 주입함으로써 노심의 열을 제거한다. 기준원전

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독립적인 정지냉각계통이 존재한다. 참조원전

(OPR1000)에서는 정지냉각계통(열유동실험팀, 1997)의 주요 배관과 밸브, 계측기 

등은 안전주입계통에 속하며 저압주입펌프가 정지냉각펌프로 사용되며, 정지냉각 

열교환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은 기준원전(APR1400)의 정지냉각계통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조원전(OPR1000)의 정지냉각계통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참조원전의 정지냉각계통의 구성 및 기능이 기준원전의 정지냉

각계통과 유사하며, 실험장치에서는 정지냉각펌프와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포함하

는 정지냉각계통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실험장치에서 정지냉각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며, 각 Train은 1 대의 정지

냉각펌프와 정지냉각 열교환기로 구성된다. 흡입부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고온

관에 설치되며, 배출부는 저온관 또는 DVI 관에 설치된다. 그림 9.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실험장치의 1 Train은 1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온관 또는 DVI 관을 담

당하도록 배치된다. 

9.1.2 설계 요건

정지냉각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Train은 하나의 펌프와 열교

환기 및 밸브, 계측기기,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은 고온관에

서 취수하여 냉각시킨 후 2 곳의 저온관 또는 DVI 관으로 냉각된 물을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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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 펌프 및 열교환기의 유량은 본 실험장치에 적용된 척도법에 따라 

기준원전에서의 유량의 1/203.6이다. 펌프는 원심형 펌프이며, 부적절하게 고압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밸브 및 Check 밸브로 보호되어

야 한다.

정지냉각계통은 적절히 계측되고 제어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곳에서 유량이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체의 온도와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냉각재의 

취수 및 방출부에는 관 격리를 위하여 원격조정 격리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

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 및 배수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

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9.1.3 열수력 현상 분석

발전소 정지시에 일차계통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노심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발전소 정지시에 일차계통의 냉각은 정지냉각계통의 열교환기를 통하여 이루어

지며, 정지냉각펌프는 일차계통의 냉각재를 흡입하여 열교환기를 통과시켜 냉각

시키고 이를 다시 일차계통으로 주입함으로써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9.1.3.1 정지냉각수 유량

주입되는 냉각수 유량은 일차계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냉각재계통 압력이 높

으면 정지냉각수의 주입량이 작으며, 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의 주입량이 증가

한다. 냉각수의 주입량은 주입펌프의 성능과 배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9.1.3.2 정지냉각 열교환기

열교환기의 구조, 열교환기 이차측의 냉각수 입구 및 출구 온도와 유량은 일차

계통 냉각수의 냉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9.1.4 설계 요구 사항

9.1.4.1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정지냉각계통의 작동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정지냉각

계통 펌프를 통하여 일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유량과 온도가 실제 원전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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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야 한다. 

주입 유량은 일차계통의 압력 조건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 손실 및 펌프의 특

성에 따라 변한다. 일차계통의 압력 조건은 실험 시설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면 

실제 원전의 압력조건과 같아야하므로 펌프의 일차계통 압력에 따른 펌프의 유

량-수두 특성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손실 특성이 실제 원전과 같아야 한다. 또한 

실험장치의 주입 배관과 실제 원전의 주입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한다. 

한편 주입되는 물의 온도는 열교환기의 특성과 열교환기로 흐르는 이차측 유량 

및 입구 온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열교환기 특성이 실제 원전과 같아야 하며, 

열교환기로 흐르는 유량을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

9.1.4.2 운전상 요구사항

계측 측면에서는 저온관으로 주입되는 유체의 유량,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펌프의 후단에서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하고, 열교

환기의 출구 온도 및 우회하는 유체와 합하여졌을 때의 유체 온도 및 유량이 측

정되어야 한다.

제어 측면에서는 배관의 정렬(Alignment)은 하나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지냉각 펌프의 유량은 계통 압력에 따라 정해지는 양만큼 주

입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가 일정하도록 열교환기로 가는 

유량이 제어되어야 하며, 또한 열교환기의 이차측 유량이 제어되어야 한다. 

9.1.4.3 기타 고려사항

실험장치의 열교환기의 구조와 설치 높이는 가능한 한 실제 원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9.1.5 척도 해석 결과

9.1.5.1 척도해석 기준

본 실험장치의 척도법으로는 Ishii 등(Ishii, 1983; Kocamustafaogullari, 1983; 

Ishii, 1971)이 개발한 3단계 척도법을 원용한 체적척도법을 사용하 다. 정지냉각

계통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원전: APR1400 (KOPEC, 1999a)

- 참조 원전: OPR1000 (열유동실험팀, 1997)

- 높이 축소비: 기준 원전의 1/2

- 면적 축소비: 기준 원전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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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 축소비: 기준 원전의 1/288

9.1.5.2 Global Scaling

정지냉각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설계에 사용

된 척도법과 동일하다. 정지냉각계통의 운전 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

다. 따라서 열제거량은 원형의 1/203.6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품의 체

적은 원형의 1/288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각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저항치 또는 압력 손실이 보존되어야 한다. 

9.1.5.3 Local Phenomena Scaling

1) 정지냉각계통의 냉각수 유량

일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정지냉각수 유량은 일차계통의 압력에 따라 변한다. 즉, 

일차계통 압력이 높으면 주입 유량이 작으며, 계통의 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

의 주입 유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정지냉

각펌프의 성능이 발전소의 펌프 성능과 일치하여야 한다. 정지냉각펌프는 저온의 

단상 유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운전 범위에 대한 수두-유량 관계가 원형과 일치

하면 주입 유량은 보존된다.  

2)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의 특성

실증실험장치는 운전 온도 및 압력이 실제 원전과 동일하다. 정지냉각계통 열

교환기의 구조 및 냉각 성능이 실제 원전의 열교환기와 같게 설계된다면 열전달

계수가 같게 된다. 따라서 실험장치의 열전달 면적을 실제 원전의 1/203.6으로 축

소하고, 동일 열교환기 튜브를 사용하면 열전달량은 같게 된다. 이를 위하여 열

교환기의 이차측 유량을 1/203.6으로 축소하고, 유체 온도를 실제발전소와 경우와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9.1.6 계통 설계 개념 및 기술 사양

실증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은 기준 원전(APR1400)의 정지냉각계통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조 원전(OPR1000)의 정지냉각계통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준 원전의 정지냉각펌프로는 안전주입계통의 저압 

안전주입펌프가 사용된다. 한편 참조 원전에는 저압 안전주입펌프가 없으며, 독

립적인 정지냉각계통이 존재한다. 참조 원전의 정지냉각계통의 구성 및 기능은 

기준 원전의 정지냉각계통과 유사하다. 실험장치에서는 정지냉각펌프와 정지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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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를 포함하는 정지냉각계통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그림 9.1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장치에서 정지냉각계통은 1 Train으로 구성되

며, 각 Train은 1 대의 저압 안전주입펌프와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로 구성된다. 

각 Train은 실제 원전과 동일하게 1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온관 및 DVI 관을 

담당하도록 배치된다. 흡입부는 실제 원전과 동일하게 고온관에 설치한다. 척도

해석을 통해 결정된 실험장치의 주요 부품의 사양은 표 9.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기준원전(APR1400)과 참조원전(OPR1000)의 정지냉각계통에 대한 기술사양이 각

각 표 9.2와 표 9.3에 정리되었다. 실제 원전과 척도해석된 실증실험장치의 정지

냉각계통의 주요 부품에 대한 사양이 표 9.4에 비교되어 있다. 

정지냉각계통은 2 Train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1 Train만 설치된다. 그

러나 상세 설계의 과정에서 나머지 1 Train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공간이 충분

히 확보되어야 한다.  

9.1.6.1 정지냉각 펌프

정지냉각펌프는 1 대가 설치되며, 펌프의 최대 운전온도 및 압력은 205 ℃, 6.3 

MPa 이고, 최대 8.9 ㎥/hr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 펌프 하류에는 열교환

기가 설치된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9.1을 참조한다.

9.1.6.2 정지냉각 열교환기

이 열교환기는 Shell & Tube 형식으로, 고온의 물은 Tube 측으로 흐르며, 

Shell 측으로는 기기냉각수(Component Cooling Water)가 흐른다. 이 열교환기는 

391 kW의 열제거 능력을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이 열교환기의 Tube 측 최대 운

전온도 및 압력은 205 ℃, 6.3 MPa 이고, Shell 측 최대운전 온도 및 압력은 150 

℃, 1.2 MPa 이다. 이 열교환기의 정격용량은 Tube 측이 6.38 ㎥/hr이고, Shell 

측은 25.915 ㎥/hr이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9.1을 참조한다. 

9.1.6.3 배관 및 계측장치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배수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에는 조립작업 및 구조상 적절한 곳에 

플렌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배기, 배수, 및 기타 밸브와 

플랜지의 사양과 수효는 상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된다. 



- 257 -

이 계통에는 고온관에서 유입되는 유체의 온도, 압력, 및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가 부착되며, 열교환기 후단에서 온도가 계측된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9.5를 참조한다. 특히 유량 제어밸브(FCV) 및 On/Off 제어밸브(OV)는 표 9.6에

서 기술된 밸브에 대한 공통사항을 적용하여 설계된다.

9.1.7 척도 왜곡 및 향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이상적인 척도해석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배관 크기

이다. 실험장치의 배관으로 상용 배관을 사용한다는 원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

척된 배관 크기보다 약간 큰 배관이 실험장치에 사용된다. 

정지냉각계통 배관 자체에서 살피게 될 열수력 현상은 없고, 다만 이 배관을 

통한 압력 손실이 발전소에서의 압력 손실과 동일하면 된다. 실험장치에서는 배

관 크기를 척도해석의 결과에서 요구하는 크기보다 큰 배관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배관의 전체 체적은 척도해석의 결과에서 요구하는 값과 같게 유지하며, 압

력 손실도 같게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관 크기의 척도 왜곡이 미치는 향

은 거의 없다.

기준 원전 및 참조 원전의 정지냉각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실증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을 설계하고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설계에서는 일차계통 및 이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 다. 정지냉각계통의 배관 

크기는 이러한 척도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값보다 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실제 상황 모의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고 예상된다.

9.2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기본설계

9.2.1 계통 개요

기준원전(APR1400)의 격납용기계통(KOPEC, 1999a)은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누

출시키지 않도록 발전소 주요기기를 격납하는 기능을 갖는다. 격납용기는 일차계

통과 안전계통 등 주요 부품을 수용하며, 냉각재상실사고 등과 같이 고온, 고압

의 유체가 격납용기 안으로 방출될 때 이를 안전하게 수용하며, 또한 격납용기 

내부 압력을 일정한도 이하로 유지시킨다.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발생시 유출되는 고온, 고압

의 유체를 안전하게 수용하며, 또한 모의계통 내부압력이 발전소 사고시 발생하

는 압력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은 축척법에 따른 체적보다 작은 체적으로 설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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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의 용기의 체적은 사고 모의시 격납용기로 유입되는 모든 유체를 수용하면

서 모의용기의 압력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커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모의용기는 사고 시나리오로 고려되는 사고(LB-LOCA, DVI 

Line Break 등)에서 방출되는 모든 냉각재량을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Separator를 포함하는 2개의 Separating Vessel (SV #1, 

#2), 분리된 물을 수용하는 5개의 Measuring Vessel (MV #1, #2, #3, #4, #5), 각 

Measuring Vessel의 하부에 설치되어 무게를 계측하는 5개의 Load Cell 방식 전

자저울, 분리된 증기를 방출시키면서 압력을 조절하며 유량을 계측하는 증기방출 

배관과 관련 밸브, 및 기타 배관으로 구성된다. 파단계통으로부터 Separating 

Vessel로 유입된 기-액 혼합유체는 Separator를 통과하며 증기와 물로 분리된다. 

분리된 물은 사고별로 정해진 Measuring Vessel에 축적이 되고, Measuring 

Vessel의 질량 변화를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물의 방출유량을 예측

한다. 또한 분리된 증기는 압력조절밸브를 통해 방출되면서 유량이 측정되어지

며, Separating Vessel의 압력은 정해진 압력으로 유지된다. 한편 그림 9.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에 배수 및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며, Separating Vessel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가 추가로 

설치된다.

9.2.2 설계 요건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압력은 기준 발전소의 사고시 격납용기가 경험하는 압력 

경향과 같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력조절밸브를 제어함으로써 격납용기의 압력

을 조절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각 Vessel에는 냉각수의 배수와 기체 및 증기

의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배수는 각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의 하부에서, 배기는 상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Separating Vessel은 부적절한 과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각 Separating Vessel의 압력과 온도가 적절히 계측되고 제어되어야 하고, 각 

Measuring Vessel의 압력과 온도, 및 수위가 적절히 계측되고 제어되어야 한다. 

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증기의 유량이 압력조절밸브 전단의 유량계에 의하여 

측정되어지며, 이를 위하여 온도와 압력이 적절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물의 유량은 Measuring Vessel의 질량변화로 측정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각 용기 및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용

기와 배관에는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 및 

배수를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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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열수력 현상 분석

격납용기는 LOCA 등의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에서 유출

되는 고온, 고압의 냉각재를 수용한다. LOCA 사고는 일차계통의 물을 방출할 뿐 

아니라, 주입된 안전주입계통의 냉각수를 가열하여 계속적으로 고온, 고압의 물

이나 증기를 격납용기 내부로 분출시키며, 이로 인하여 격납용기 대기 중에서 증

기 혼합이나 응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격납용기의 내부 압력

과 온도를 높여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과정 및 현상은 

없다. 다만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체적이 일반적으로 이상적으로 축척된 체적보다 

상당히 작아지므로, 격납용기가 부적절하게 가압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

다. 격납용기가 부적절하게 고압으로 유지되면 파단부를 통한 임계 유동(Critical 

Flow) 현상에 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험장치에서 파단부를 통하여 분

출되는 냉각재의 양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9.2.4 설계 요구 사항

9.2.4.1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격납용기를 적절하게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용기가 유입되는 유체에 의해 가압이 되더라도 용기의 내부 압력이 실제 원

전의 경우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실제로 예상되는 

격납용기의 압력보다 클 경우, 임계 유동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모의용기로 방출되는 유체는 적절히 냉각되어 용기를 가열 또는 가압하

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시 모의용기의 압력을 강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9.2.4.2 운전상 요구사항

계측 측면에서는 격납용기 모의계통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계측되어야 한다. 

또한 제어 측면에서는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증가

하는 경우 제어밸브를 이용하여 적절히 배기시켜야 한다. 

9.2.5 척도 해석 결과

9.2.5.1 척도해석 기준

본 실험장치의 척도법으로는 Ishii 등(Ishii, 1983; Kocamustafaogullari, 1983; 

Ishii, 1971)이 개발한 3단계 척도법을 원용한 체적척도법을 사용하 다. 본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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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원전: APR1400 (KOPEC, 1999a)

- 참조 원전: OPR1000 (열유동실험팀, 1997)

- 높이 축소비: 기준 원전의 1/2

- 면적 축소비: 기준 원전의 1/144

- 체적 축소비: 기준 원전의 1/288

9.2.5.2 Global Scaling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은 실제 원전의 격

납용기의 1/288로 축소되어야 한다. 

9.2.5.3 Local Phenomena Scaling

고온, 고압의 증기 또는 물이 격납용기로 방출되면 이들은 격납용기 내부에서 

공기와 혼합되고 일부는 응축되어 격납용기 하부로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실

제 발전소의 경우 격납용기의 압력을 상승시켜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열수력적 현상이다.

한편 격납용기의 건전성에 대한 실험은 실험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에서는 상기한 현상을 모의할 필요가 

없다.

9.2.6 계통 설계 개념 및 기술 사양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출되는 

고온, 고압의 유체를 안전하게 수용하며, 또한 모의계통의 내부 압력이 사고 시

에도 격납용기의 설계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에서 모의용기의 체적은 척도해석에 의한 체적비인 1/288보

다 훨씬 작다. 따라서 방출되는 유체에 의한 압력 상승은 실제의 경우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Separating Vessel의 상부

에서 Silencer로 가는 배관에 있는 압력조절밸브(PCV)를 이용하여 Separating 

Vessel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유체의 양은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내부에 설치된 

Measuring Vessel의 질량 변화로 측정된다. 한편 그림 9.2에 나타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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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용기 내부의 압력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기를 위한 배관

이 설치되며,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의 하부에 배수를 위한 배

관이 설치된다. 척도해석을 통해 결정된 실험장치의 주요 부품의 사양은 표 9.7

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기준원전(APR1400)과 참조원전(OPR1000)의 격납용기 모

의계통에 대한 기술사양이 각각 표 9.8과 표 9.9에 정리되었다. 실제 원전과 척도

해석된 실증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주요 부품에 대한 사양이 표 9.10에 

비교되어 있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9.2.6.1 Separating Vessel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Separating Vessel #1 및 #2는 Cylindrical Vessel로 높이

가 2.0 m이며, 내경은 각각 1.6, 0.8 m이고, 최대 운전온도 및 압력은 200 ℃, 0.5 

MPa 이다. Separator #1, #2가 각각 Separating Vessel #1 및 #2의 내부에 설치

된다. 이 용기의 상부 Head에는 용기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

된다. 용기의 상부에는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며, 용기의 하부에는 배수를 

위한 배관이 설치된다. 용기는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한다. 단열재의 종류

와 두께는 상세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제공된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9.7을 참

조한다.

9.2.6.2 Separator

Separator #1, #2는 각각 Separating Vessel #1 및 #2의 내부에 제작/설치되며, 

사고모의시 파단부를 통해 유입되는 혼합 유체를 물과 증기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리된 증기는 충분한 건도를 가져야 하며, 유량계에 의해 계측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9.2.6.3 Measuring Vessel

Measuring Vessel #1, #2, #3, #4, #5는 원통형으로 높이는 3.0 m이며, 내경은 

각각 0.69, 0.42, 0.2651, 0.42, 0.1615 m이고, 최대 운전온도 및 압력은 200 ℃, 0.5 

MPa 이다. Measuring Vessel 자체의 무게는 #1, #2, #3, #4, #5 각각의 경우 390, 

220, 150, 210, 90 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용기 자체의 무게의 증가 때문에 

전자저울의 질량 측정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Measuring 

Vessel은 최대한 가볍게 제작되어야 한다.

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물의 양은 Measuring Vessel의 질량 변화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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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량은 Load Cell 개념의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5개의 Load Cell의 

측정 용량은 #1의 경우 1500 kg, #2와 #4의 경우 600 kg, #3의 경우 300 kg, #5

의 경우 150 kg이다. 모두 네 개의 3 Way Valve를 이용하여 각각 Measuring 

Vessel #1과 #2, Measuring Vessel #2와 #3, Measuring Vessel #3와 #4, 및 

Measuring Vessel #4와 #5가 선택되어진다. 각 Measuring Vessel의 수위가 일정 

수위(약 80%)에 이르면, 3 Way Valve의 조작으로 다른 Measuring Vessel로 유

로가 전환된다.

용기의 상부에는 배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며, 용기의 하부에는 배수를 위한 

배관이 설치된다. 또한 용기의 측면에 차압계를 설치할 수 있는 노즐이 설치되어

야 하고, 용기의 상부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수 있는 노즐이 설치되어야 한다. 용

기는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한다.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

난 시점에서 제공된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9.7을 참조한다.

9.2.6.4 배관 및 계측장치 

이 계통에는 압력조절밸브, 3 Way 밸브, Safety Valve 및 각종 수동밸브가 존

재한다. 배관 및 밸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표 9.11에 나타나 있다.

압력조절밸브의 전단, SV #1 및 SV #2의 출구배관에는 유량계가 설치되며, 압

력 및 온도가 동시에 측정되어진다. 파단부로부터 SV #1 및 #2로 혼합유체가 유

입되는 배관에서 압력 및 온도가 측정되어진다. Measuring Vessel 자체의 질량

을 측정하여 그 질량 변화로 방출 유량이 계산되어진다. 5개의 Measuring 

Vessel은 Flexible Hose에 의해 Separating Vessel과 연결되며, 각각 정해진 용

량의 전자저울 위에 놓인다. 또한 각각의 Separating Vessel과 Measuring 

Vessel의 유체 온도가 측정된다.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Drain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도록 적절한 위치에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에는 조립 작업 및 구조상 적절한 곳에 Flan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Vent, Drain, 및 기타 밸브와 Flange의 

사양과 수효는 상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된다. 특히 유량 제어밸브(FCV) 및 

On/Off 제어밸브(OV)는 표 9.6에서 기술된 밸브에 대한 공통사항을 적용하여 설

계된다. 

9.2.7 척도 왜곡 및 향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척도해석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격납용기 모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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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체적이다. 종합실증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기준 원전 및 참조 원

전의 격납용기계통을 모의할 수 있도록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설계에 사용된 

기준은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다. 실험장치의 모

의용기 체적은 일반적인 척도해석으로 계산된 용기 크기보다 훨씬 작다. 자세한 

사항은 표 9.10을 참조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이 자체적으로 모의하여야 할 현상은 없고, 실험 중에 격납

용기 모의용기 내부의 압력은 실제 발전소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력보다 작아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이 작아짐으로써 척도왜

곡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LBLOCA와 같이 압력 모의가 필요한 경우

에는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압력이 제어되지만, 기타의 사고에 대해서는 압력 제

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9.3 보충수계통의 기본설계

9.3.1 계통 개요

기준원전(APR1400)의 보충수계통은 일/이차계통과 안전계통의 부품에 물을 채

우며, 또한 원자로 운전 중에는 일차계통에서 누설되는 양만큼 보충하여 주는 기

능을 갖는다. 실험장치의 보충수계통은 단순히 실험시설 운전 전에 일/이차계통

과 안전계통의 부품에 물을 채우는 기능만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기준원전의 원

자로 운전중 일차계통에서 누설되는 양을 보충하여 주는 기능은 안전주입계통의 

기능으로 전환하 다. 그림 9.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충수계통은 큰 용량의 수

조와 물을 공급하는 펌프, 그리고 수질을 정화시켜 주는 Filter 및 Ion 

Exchanger로 구성된다. 수조는 실험 초기에 일/이차계통, SIT와 Containment 등

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장수조로는 RWT(Refueling 

Water Tank)가 사용된다.

9.3.2 설계 요건

보충수계통은 RWT(Refueling Water Tank)에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키는 화학 

처리된 물을 채우고, 일/이차계통, SIT, 및 Containment Simulator에 보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는 충분한 용량의 펌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필요로 하는 최대 Inventory는 이차계통 응축기의 수위가 

50%를 유지할 때 약 7.8 ㎥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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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기술 사양

9.3.3.1 보충수조

보충수조는 RWT를 이용하며, 이 수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순수

(De-mineralized Water)를 수용한다. 이 수조의 체적은 8 ㎥으로 일차계통, 이차

계통, 안전계통, 및 격납용기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9.3.3.2 Fill Pump

이 펌프는 보충수조의 물을 일/이차계통, 안전계통, 및 기타 물을 필요로 하는 

부품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된다. 펌프의 용량은 36 ㎥/hr이며, 유체와 접촉

하는 부위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다. 펌프는 실험장치의 전체 Inventory를 

30 분 이내에 채울 수 있는 용량을 가진다. 자세한 기술사양은 표 9.12를 참조한

다.

9.3.3.3 Ion Exchanger

이온교환기는 보충수조의 전단에 위치하여 보충수조에 물을 채울 때 사용된다. 

이온교환기는 혼상 이온교환수지로 채워져 있고, 최대 5 ㎥/hr의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설비에는 pH, 용존 산소량, Conductivity, 및 탁도를 계측하

고 이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온교환기를 거친 물의 수

질은 표 9.13과 같아야 한다. 

9.3.3.4 Filter

이 Filter는 보충수조에 저장되는 물에 함유된 불용성입자를 제거한다. 이 여과

기는 2 마이크론 이상의 입자에 대하여 98%의 여과효율을 갖는 Cartridge 형이

다. 여과기는 최대 막힘 조건에서 부품의 허용 압력차를 초과하지 않고 최대 예

상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다.

9.3.3.5 배관 및 계측장치 

이 계통 중 외부 계통과 접속하는 체크밸브와 격리밸브를 제외한 모든 밸브와 

배관은 Sch. 10S로 설계된다. 표 9.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부계통과 접속하는 

밸브 및 배관의 등급은 접속되는 계통의 최대 운전 압력과 같다. 배관은 외부와 

적절히 단열이 이루어져야 하며,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 및 배수를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

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에는 조립작업 및 구조상 적절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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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Vent, Drain 및 기타 밸브와 

Flange의 사양과 수효는 상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된다. 

배관에는 공급되는 물의 압력 및 온도와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설치된다. 

특히 유량 제어밸브(FCV) 및 On/Off 제어밸브(OV)는 표 9.6에서 기술된 밸브에 

대한 공통사항을 적용하여 설계된다.

9.4 기기냉각수계통의 기본설계

9.4.1 계통 개요

기준원전(APR1400)의 기기냉각수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시 각종 기기

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실험장치의 기기냉각수계통

은 이차계통의 응축기 열교환기, 정지냉각계통의 열교환기, 기타 열교환기, 펌프 

또는 모타 등에서의 열을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9.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계통은 Cooling Tower, Cooling Pump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되며, 

기기냉각수계통의 열은 Cooling Tower에서 제거된다.

9.4.2 설계 요건

기기냉각수계통은 이차계통의 응축기 열교환기,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기타 

열교환기, 펌프, 또는 모타 등에서의 열을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냉각수를 제공하고, 이 냉각수를 적절하게 냉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냉각

된 물을 저장하는 충분한 용량의 수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응축기 열교환기와 정

지냉각계통 열교환기는 각각 2284.8 kW와 394 kW의 냉각능력을 요구하며, 

Shell 측을 흐르는 기기냉각수의 유량은 각각 152 ㎥/hr와 13 ㎥/hr 이상이어야 

한다.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어야 하며, 배기 및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기 및 배수를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냉각펌프 후

단에서는 유체의 압력과 온도가 측정되어야 하고, 각 배관에는 유량계가 설치되

어야 한다.

9.4.3 기술 사양

9.4.3.1 Cooling Tower

Cooling Tower는 수조를 포함하는 일체형으로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50 

℃, 1.0 MPa이며, 최대 운전용량은 4.3 MW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 9.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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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져 있다.

9.4.3.2 Cooling Pump

이 펌프는 Cooling Tower 내부 물을 흡입하여 각종 열교환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의 용량은 255 ㎥/hr이며,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00 ℃, 1.0 

MPa 이다. 유체와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다.

9.4.3.3 배관 및 계측장치 

이 계통에는 4 개의 공기구동 유량제어밸브와 유량계 및 Strainer가 설치된다. 

주요 배관의 크기는 5 인치이며, Sch. 10S로 설계된다. 자세한 사항은 표 9.16에 

정리되어 있다. Cooling Pump의 후단에서 냉각수의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며, 

Cooling Tower의 입, 출구의 온도가 측정된다. 배관은 적절하게 외부와 단열되

어야 하며, 배기 및 Drain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위치에 밸브가 설치

되어야 한다.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주어진다. 배관

에는 조립작업 및 구조상 적절한 곳에 Flan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길이, 

부착되는 배기 및 배수를 위한 밸브 및 기타 밸브와 Flange의 사양과 수효는 상

세 설계가 끝난 후에 확정된다. 특히 유량 제어밸브(FCV) 및 On/Off 제어밸브

(OV)는 표 9.6에서 기술된 밸브에 대한 공통사항을 적용하여 설계된다.

9.5 파단계통의 기본설계

9.5.1 계통 개요

실험장치에서 파단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저온관 (LBLOCA, SBLOCA)

- DVI 배관

- 증기발생기 세관

- 증기발생기 이차측 급수배관

- 증기발생기 이차측 주증기배관

9.5.2 기술 사양

파단계통에 대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졌다. 파단부는 Quick Opening Valve, 파

단 유량 및 에너지 계측을 위해 추후 사용될 Dummy Break Spool, 파단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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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장관으로 구성된다. 파단계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림 9.5부터 9.10에 나

타나 있으며, 표 9.17은 여러 파단 부위에 대한 파단모의부의 사양을 보여준다.

그림 9.5는 LBLOCA를 위한 저온관 파단모의부 설계안을 보여준다. RPV 측으

로부터의 파단부 및 RCP 측으로부터의 파단부의 두 개가 설계되었다. 파단 노즐

과 확장관의 설계는 동일하나, RPV 측의 밸브로는 On/Off Valve인 OV-BS-01

이 사용되었으며, RCP 측의 밸브로는 유량조절이 가능한 FCV-BS-02가 사용되

었다. 그리고 저온관 양단 파단 사고를 모의하는 파단부 확장관의 직경은 Break 

노즐에서 항상 Choking이 발생되도록 충분히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실험장

치에서는 5인치 배관으로 설계되어, 확장부에서 20 배 이상의 면적 증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관에서 저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림 9.6은 SBLOCA를 위한 저온관 파단모의부 설계안을 보여준다. SBLOCA

를 모의하는 파단계통은 기준원전에서 1, 3, 6 인치에 해당되는 Size Spectrum을 

모사할 예정으로, 파단 배관은 파단 밸브, 노즐 및 확장관으로 구성된다. 그림 

9.11은 파단 노즐(Break Nozzle)의 설계에 대한 한 예로써 3 인치 SBLOCA 모의

를 위한 파단 노즐 설계안을 보여준다. 파단 노즐의 크기는 척도해석에 의해 결

정되어진 직경을 사용하며, 입구는 Well Rounded Entrance를 갖는다. Nozzle의 

길이를 조절하여 노즐을 통한 압력강하를 보존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노즐의 직

경 및 길이는 사고별로 다른 값이 사용된다. 그림 9.7은 DVI 배관 파단모의부 설

계안을 보여준다. DVI 배관 파단 사고는 1 개의 DVI 배관의 완전 파단을 모의

한다. 파단 배관은 파단 밸브, 노즐 및 확장관으로 구성된다. 

그림 9.8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모의부 설계안을 보여준다.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는 1 ∼ 5 개의 세관 파단이 발생되는 사고를 모의한다. 따라서 파단 

면적은 오리피스의 면적을 조절하여 파단 면적을 조정한다. 그림 9.9는 증기발생

기 급수관 파단모의부 설계안을 보여준다. 증기발생기 급수관 파단 사고는 증기

발생기 주급수 배관 및 이코노마이저에 연결된 급수관의 파단 사고를 모의한다. 

파단 배관은 파단 밸브, 노즐 및 확장관으로 구성된다. 그림 9.10은 증기발생기 

증기관 파단모의부 설계안을 보여준다. 증기발생기 증기배관 파단사고는 증기발

생기 상부의 증기관의 파단을 모의하는 사고이고, 파단 배관은 파단 밸브, 노즐 

및 확장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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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속설비의 기본설계

9.6.1 질소공급계통

9.5.1.1 역할 및 기능 

질소 공급이 요구되는 계통으로는 안전주입용기, RWT, 가압기 및 원자로용기 

등이 있으며, 각 용기별로 요구되는 질소 공급량 및 압력은 표 9.18에 정리되었

다. 질소공급계통은 다중질소용기배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9.12와 같

다.

9.5.1.2 설계 요건

다중질소용기배열시스템은 압력 120 기압 체적 68 리터인 상용 질소용기 20 

개를 그림 9.12와 같이 한 개의 배관에 연결한다. 그림 9.12와 같이 다중질소용기

배열시스템 후단에 안전주입용기, RWT, 가압기 및 원자로용기에 질소를 50 기

압 이하로 감압하는 레귤레이터를 부착하여 각 용기에 필요한 만큼의 질소를 공

급하도록 설계한다. 안전주입용기, RWT, 가압기 및 원자로용기에 들어가는 질소

의 양과 압력을 제어실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각 공급 라인에 자동밸브를 설치

하고 각 용기의 압력을 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질소용기와 배관 사

이에는 플랙시블 테프론 호스와 밸브를 설치하여 질소가 빠진 빈 용기를 충전된 

새 용기로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주입용기, RWT, 가압기 및 원

자로용기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각각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보호한다. 

9.5.1.3 기술 사양

1) 다중질소용기배열시스템 

설계압력 250 기압인 상용으로 공급되는 압력 120 기압 체적 68 리터용 용기 

20 개를 그림 9.12와 같이 한 배관에 연결하고 고압용 레귤레이터로 1/2 인치 배

관에 연결한다.

2) 배관 및 밸브

기본 배관은 1/2 인치 STS-304 파이프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Check 밸브, 

Needle 밸브, 안전밸브 등의 일반 밸브와 비례 및 On/Off 밸브 등이 사용된다.

9.6.2 증기공급계통

그림 9.13은 증기공급계통의 개략도이다. 증기공급계통은 ATLAS의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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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증기 공급을 위한 계통이다. 진공상태의 증기를 일차측에 공급하고 내부

를 순수로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약 200 ℃의 증기가 일차계통으로 유입되어 1 

시간 내에 약 100 ℃로 일차계통 내부를 포화상태로 채운다. 계통은 증기 발생 

용기와 내부의 히터 그리고 계통에 공급하는 배관으로 구성되며, 주입 노즐은 원

자로냉각재펌프 출구관과 증기발생기 일차측 저온관 측에 부착된다. 배관의 크기

는 1/4 ∼ 1/2 인치이다. 

9.6.3 압축공기공급계통

그림 9.14는 압축공기공급계통의 개략도이다. 각 계통에서 사용되는 공기구동밸

브의 수는 1 인치 밸브를 기준으로 약 150 개이며 작동 압력은 5 기압이다. 이 

양은 연구소에서 공급하는 압축 공기로 충분하므로 압축공기공급을 위한 별도의 

콤프레셔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공급되는 압축 공기는 대형원자

로 실험장치가 설치될 엔지니어링 건물까지 오는데 거리가 있어서 습기가 많게 

된다. 습기는 민감한 자동조절밸브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체

적인 공기건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건물에 공급되는 압축 공기를 모

두 건조시킬 수 있는 용량의 공기건조기를 설치한다. 공기건조기의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타입: Twin vessel desiccant heatless type

- 용량: 720 ㎥/hr

- 압력: 7 bar

- 재생기간: 5 분

- 사이클: 10 분

- I/O 노즐: 50A

- 주 필터: 50A, 40 마이크론

- 보조 필터: 50A, 5 마이크론

실험장치가 설치되는 엔지니어링 건물까지의 압축공기 공급배관은 2 인치 

STS-316 Sch. 10 파이프이다. 건물의 각 층에서 공기구동밸브 전단까지는 1 인

치 STS-316 Sch. 10 파이프로 연결하고, 1 m 내외의 공기구동밸브까지는 탈부

착이 가능한 튜브 피팅으로 연결한다.

9.6.4 진공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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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5는 진공계통의 개략도이다. 진공계통은 ATLAS의 Start-Up을 위한 

계통의 하나로써 초기에 ATLAS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계통이다. 초기 실험장치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압기 상부, 원자로 용기 상부, 그리고 증기발생

기 일차측 고온관 측에 노즐을 설치하여 진공 펌프에 연결한다. 용량은 1 시간 

내에 일차계통의 압력이 -730 mmHg의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배관의 

크기는 1/4 ∼ 1/2 인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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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정지냉각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1. SCS Pump (PP-SCS1-1)

- Quantity, ea 1

- Type Single Stage, Centrifugal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5

 - Maximum Operating Head, m 122

 - Design Flow Rate, ㎥/hr 8.9

 - Material STS-316

 - Control 4 ~ 20 mA

2. SCS Heat Exchanger (HX-SCS1-1)

- Quantity, ea 1

- Type Shell & Tube

 - Heat Transfer Area, ㎡ 4.29

 - Material STS-316

- End Connection Flange

 1) Tube Side (RCS)

 - Maximum Operating/Design Pressure, MPa 6.3/7.0

 - Maximum Operating/Design Temperature, ℃ 205/230

 - Minimum Operating Temperature, ℃        148

 - Max. Flow Rate, ㎥/hr 6.38

 2) Shell Side (CCW)

 - Maximum Operating/Design Pressure, MPa 1.2

 - Maximum Operating/Design Temperature, ℃ 150

 - Max. Flow Rate, ㎥/hr 25.915

 - Inlet Temperature, ℃ 32

 - Outlet Temperature,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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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기준원전(APR1400)의 정지냉각계통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Reference No 기 타

   - Quantity 2 ea [8] p.104

   - Type [8] p.104

   - Design Pressure 900 psig [8] p.104

   - Design Temperature 400 oF [8] p.104

   - Design Flow Rate 5000 gpm [8] p.104 Approx. Max = 6065 gpm

   - Design Head 400 ft [8] p.104

   - Material [8] p.104

   - Pump Sealing

   - Quantity 2 ea [8] p.105

   - Type [2] App. III, p.64

   - Heat Transfer Area 9400 ft2 [2] App. III, p.64 6010 ft2 : [8] p.105
   - ID of Tubes 0.9016 in [2] App. III, p.65

   - OD of Tubes 1.0000 in [2] App. III, p.65

   - Heat Transfer Resistance 0.00048 hr-ft2-oF/BTU [2] App. III, p.65

     - Design Pressure 900 psig [2] App. III, p.65

     - Design Temperature 400 oF [2] App. III, p.65

     - Flow Rate 2.47x106 lb/hr [8] p.106

     - Material  

     - Design Pressure 150 psig [2] App. III, p.65

     - Design Temperature 250 oF [2] App. III, p.65

     - Flow Rate 11000 gpm [2] App. III, p.65 5.47x106 lb/hr: [8] P.106
     - Material [8] p.106Carbon Steel

Stainless Steel

Mechanical Seal

   2.2 Shell Side (CCW)

   2.1 Tube Side (RCS)

2.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1. Shutdown Cooling Pump

1 Stage, Centrifugal, Vertical

Shell & Tube, Horizontal U-
Tube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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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참조원전(OPR1000)의 정지냉각계통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Reference Comment

   - Train 2 ea [7] p382

   - Design Pressure 900 psig [7] p380

   - Design Temperature 400 oF [7] p380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400 oF [3] App. A, p 61

   - Maximum Operating Pressure 410 psia [3] App. A, p 61

   -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350 oF [3] App. A, p 61

   - Min. Water Volume in One Train 600 ft3 [3] App. A, p 61

   - Quantity 2 ea [7] p372

   - Type [7] p363

   - Design Pressure 900 psig [7] p363

   - Design Temperature 400 oF [7] p363

   - Maximum Flow Rate 4670 gpm [7] p363 Bypass 120 gpm 불포함

   - Design Flow Rate 3850 gpm [7] p363 Bypass 120 gpm 불포함

   - Shutoff Head 470 ft [7] p363 145 psig (at Rated Flow)

   - NPSH Required at Max Flow 20 ft [7] p363

   - Horse Power 470 hp [7] p363

   - Voltage 4160 Vac [7] p363

   - Required System Resistance 305 ft [9.7] 6.3-50 Friction + Elevation loss

   - Quantity 2 ea [7] p381

   - Type [3] App. A, p 61

   - Heat Transfer Area 7574 ft2 [7] p363

   - ID of Tubes 0.902 in [3] App. A, p 62

   - OD of Tubes 1.000 in [3] App. A, p 62

   - HT Resistance of Tubes

     Start of Cooling 0.00043 hr-ft2-oF/BTU [3] App. A, p 62

     End of Cooling 0.00047 hr-ft2-oF/BTU [3] App. A, p 62

     Post LOCA 0.00044 hr-ft2-oF/BTU [3] App. A, p 62

   - Design Pressure 900 psig [3] App. A, p 62

   - Design Temperature 400 oF [3] App. A, p 62

   - Max. Pressure Loss 20 psi [3] App. A, p 62  at 5000 gpm

   - Max. Flow Rate 5000 gpm [3] App. A, p 62  

   - Design Pressure 150 psig [3] App. A, p 62

   - Design Temperature 250 oF [3] App. A, p 62

   - Max. Pressure Loss 13 psi [3] App. A, p 62  at 8000 gpm

   - Flow Rate 4x106 lb/hr [3] App. A, p 62

     Start of Cooling 110 oF [3] App. A, p 62

     End of Cooling 95 oF [3] App. A, p 62

     Post LOCA 110 oF [3] App. A, p 62

     Start of Cooling 137.1 oF [3] App. A, p 62

     End of Cooling 104.4 oF [3] App. A, p 62

     Post LOCA 160 oF [3] App. A, p 62

1. Low Pressure Injection (SCS) Pump

1 Stage, Centrifugal,
Vertical

Shell & Tube, Horizontal
U-Tube

   - Outlet Temperature

   - Inlet Temperature

   2.2 Shell Side (CCW)

   2.1 Tube Side (RCS)

2.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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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정지냉각계통의 척도해석 결과

Parameter Description Reference
Plant (P)

Units ITL (M) Ratio
(M/P)

Units ITL (SI Units)

   - Quantity 2 ea 2 1 ea 2

   - Type

   - Design Pressure 900 psig 900 1 Mpa 6.3

   - Design Temperature 400 oF 400 1 oC 204.4

   - Design Flow Rate 5000 gpm 24.55 1/203.6 m3/hr 5.58

   - Design Head 400 ft 400 1 m 121.9

   - NPSH Required at Max Flow 20 ft 20 1 m 6.1

   - Horse Power 470 hp hp

   - Voltage 4160 Vac Vac

   - Required System Resistance 305 ft 305 1 m 93.0

   - Material SUS-316

   - End Connection Flange

   - Power 440 V, 3 Phase

   - Quantity 2 ea 2 1 ea 2

   - Type

   - Heat Transfer Area 9400 ft2 46.2 1/203.6 m2 4.29

   - ID of Tubes 0.9016 in 0.9016 1 m 0.0229

   - OD of Tubes 1.000 in 1.000 1 m 0.0254

   - Material SUS-316

     - Design Pressure 900 psig 900 1 Mpa 6.3

     - Design Temperature 400 oF 400 1 oC 204.4

     - Max. Pressure Loss 20 psi 20 1 Mpa 0.138

     - Max. Flow Rate 2.47E+06 lb/hr 1.21E+04 1/203.6 kg/hr 5502.9

     - Design Pressure 150 psig 150 1 Mpa 1.1

     - Design Temperature 250 oF 250 1 oC 121.1

     - Max. Pressure Loss 13 psi

     - Max. Flow Rate 5.47E+06 lb/hr 2.69E+04 1/203.6 kg/hr 12186.6

     - Inlet Temperature (min./max.) 95/110 oF 95/110 1 oC 35.0/43.3

     - Outlet Temperature (min./max.) 104.4/160 oF 104.4/160 1 oC 40.2/71.1

1 Stage, Centrifugal,
Vertical

Shell & Tube, Horizontal
U-Tube

1. Low Pressure Injection (SCS) Pump

1 Stage, Centrifugal,
Vertical

   기준원자로: APR-1400, 참조원자로: KSNP (P: Prototype, M: Model)

2.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2.1 Tube Side (RCS)

   2.2 Shell Side (CCW)

Shell & Tube,
Horizontal 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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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정지냉각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1/2)

1. OV-SCS1-1,2,4 (3 EA)

 - Type On/Off Isolation Valve

 - Working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5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 Size, inch 1.0

- Rating, lb 600

- Material STS-316 

2. OV-SCS1-3,5 (2EA)

 - Type On/Off Isolation Valve

 - Working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370, 205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8.0, 6.3

 - Size, inch 1.25

- Rating, lb 2500, 600

- Material STS-316 

3. FCV-SCS1-1,2 (2EA)

 - Type Flow Control Valve

 - Working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5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 Size, inch 1.0

- Rating, lb 600

- Capacity, ㎥/hr 6.38

- Material STS-316

4. SV-SCS1-1,2 (2EA)

 - Type Safety Valve

 - Working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5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 Size, inch 1/2

- Rating, lb 600

- Capacity, ㎥/hr 6.5

- Materia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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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정지냉각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2/2)

5. Q-SCS1-1,2,3 (3EA)

 - Type Turbine Flow Meter

 -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5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 Size, inch 1.0

 - Flow Range, ㎥/hr 5.0

- Material STS-316 

6. PT-SCS1-1,2,3,4 (4)

 - Type Smart Type Senso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5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 Pressure Range, MPa 10.0

- Material STS-316 

7. TF-SCS1-1,2,3,4 (4)

 - Type Thermocouple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5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 Temperature Range, ℃ 300

- Material STS-316 

8. Pipe

 - Size, inch 1.25, 1.0

 - Rating Sch. 160S, 80S

9. Flange, Vent/Drain Valve, 기타 배관 및 밸브

도면참조 및 상세 설계 후 확정

10. 절연체

상세 설계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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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유량 제어밸브(FCV) 및 On/Off 제어밸브(OV)의 공통 사양

Flange Standard 표준규격 : KS, JIS 

Valve Type Globe

Material 
Valve Body : STS-316

Seat 등 : 비부식 재질

Leakage Class Class-V  

Fail Position Later 

Actuation

Air Operated (Supply Air Pressure 4 Bar )

Air Supply Line에 압력 조절형 Air Filter 부착

Type: Later 

Close 시 Valve Seats 충격보호 설계

Actuator and Flow Induced Noise Level < 80 dB 

Positioner

(Stem Positioner)

Control & Stem Position Output: 4~20 mA

  - Linearity + 1.0% F.S. 이하

  - Dead Band + 0.3% F.S. 이하

  - Resolution + 0.1% F.S. 이하

Response Time < 0. 25 Sec 

Positioner Output Signal Response Time 기준

  - In/Out Signal Time Difference 값 기준

  - Close-to-Open Full Stroking time Difference 기준

End Connection
Flange 형 

Rating 은 해방 밸브 압력, 온도 참조

유량 제어밸브 

(FCV) 

Air Operating Control Valve

Accessary: Electro-Pneumatic Positioner, Airset

On/Off 제어밸브 

(OV) 

Air Operating On/Off Valve

Accessary: 3-Way Solenoid Valve, Booster, Ai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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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1. Separating Vessel #1, #2 (V-CS-1, 2) 

 - Quantity, ea 2

- Type Cylindrical Vessel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Vessel ID, m 1.6, 0.8

- Vessel Height, m 2.0

- Vessel Volume, ㎥ 5.4, 1.2

- Material STS-316

 

2. Measuring Vessel #1, #2, #3, #4, #5 (V-CS-3, 4, 5, 6, 7) 

 - Quantity, ea 5

- Type Cylindrical Vessel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Vessel ID, m 0.69, 0.42, 0.2651, 0.42, 0.1615

- Vessel Height, m 3.0

- Vessel Thickness, mm 5.0

- Maximum Empty Weight, kg 390, 220, 150, 210, 90

- Material STS-316

3. Separator #1, #2 (V-CS-8, 9) 

 - Quantity, ea 2

- Type 다공 Plate 및 Barrel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300

- Separator ID, Inch 40, 32

- Separator Height, Inch 44, 33

- Material STS-316

 - Installation Location inside S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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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기준원전(APR1400)의 격납용기 모의계통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Reference Comment

   - Max. Free Volume 3.3 x 106 ft3 [2] App. IV, p.2

표 9.9 참조원전(OPR1000)의 격납용기 모의계통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Data Units Reference Comment

   - Max. Free Volume 2.877 x 106 ft3 [3] App. B, p. 5

   - Type [7] p.337

   - Design Temperature 352 oF [7] p.342

   - Design Pressure 54 psig [7] p.342

Cylindric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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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0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척도해석 결과

Parameter Description
Reference 

Plant (P)

Unit

s

ATLA

S (M)

Ratio 

(M/P)
Units

ATLAS

(SI units)

1. Containment-Simulating Vessel

- Max. Free Volume 3.3 x 106 ft3 174.18
1/1894

6
㎥ 4.9323

- Type Cylindrical Vessel Cylindrical Vessel

- Design Pressure 54 psig 87.2 Mpa 0.5 

- Design Temperature 352 ℉ 392 ℃ 200.0 

- Vessel ID m 2.5

- Vessel Height m 5

- Initial Water Volume ㎥ 9.42 

   1) Separating Vessel (2 EA)

- Type Cylindrical Vessel Cylindrical Vessel

- Design Pressure Mpa 0.5 

- Design Temperature ℃ 200.0 

- Vessel ID m 1.6, 0.8

- Vessel Height m 2.0

- Initial Water Volume ㎥ 0

   2) Measuring Vessel (5 EA)

- Type Cylindrical Vessel Cylindrical Vessel

- Design Pressure Mpa 0.5 

- Design Temperature ℃ 200.0 

- Vessel ID m

0.69, 0.42, 

0.2651, 0.42, 

0.1615

- Vessel Height m 3.0

- Initial Water Volume ㎥ 0.0 

기준원자로: APR1400, 참조원자로: KSNP (P: Prototype, 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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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1/3)

1. PCV-CS-1

 - Type Air Operating Control Valve

 - Working Fluid Steam/Ai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Size, inch 8.0

- Rating, lb 150

- Capacity, ㎥/hr 9100

- End Connection Flange

- Material STS-316 

- Control

Accessary Electro-Pneumatic Positioner, Airset

Time Response 2 Hz 이상

2. CV3-CS-1,2,3,4 (4EA)

 - Type Air Operating 3 Way Valve

 - Working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Size, inch 6.0, 6.0, 3.0, 3.0

- Rating, lb 150

- Capacity, ㎥/hr Later

- End Connection Flange

- Material STS-316 

- Control

Accessary Electro-Pneumatic Positioner, Airset

Time Response 2 Hz 이상

3. SV-CS-1,2 (2EA)

 - Type Safety Valve

 - Working Fluid Steam/Ai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Size, inch 2, 1

- Rating, lb 150

- Materia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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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2/3)

4. Q-CS-1,2,3 (3EA)

 - Type Vortex Meter 

 - Working Fluid Steam/Air

 - Flow Rate, kg/hr L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Rating, lb 300

 - Size, inch 3.0, 3.0, 8.0

- Material STS-316 

5. PT-CS-1,2,3,4,5,6,7,8,9,10,11,12 (12EA)

 - Type Smart Type Senso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Pressure Range, MPa 1.0

- Material STS-316 

6. TF-CS-1,2,3,4,5,6,7,8,9,10,11,12 (12EA)

 - Type Thermocouple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Temperature Range, ℃ 300

- Materia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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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3/3)

  

8. LC-CS-1,2,3,4,5 (5EA)

 - Type Load Cell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2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Weight Range, kg 1500, 600, 300, 600, 150

9. Pipe (도면 참조)  

 - Size, inch 1/2, 1, 3, 5, 6, 8 

 - Rating Sch. 10S, 80S

10. Flange, Vent/Drain Valve, 기타 배관 및 밸브

도면참조 및 상세 설계 후 확정

11. 절연체

상세 설계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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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2 보충수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1. Fill Pump (PP-MWS-1)

 - Quantity, ea 1

- Type Centrifugal

- End Connection Flange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7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95

 - Operating Temperature, ℃ 5-50

 - Maximum Operating Flow Rate, ㎥/hr 36

 - Maximum Operating Head, m 70

 - Material STS-316

 - 전원 440 V, 3 Phase

2. Ion Exchanger (IX-MWS-1)

- Type Flushable

- End Connection Flange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95

 - Flow Rate, ㎥/hr 2

 - Operating Temperature, ℃ 5-50

 - Resin Volume, ㎥ 0.2

 - Material STS-316

- Retention Screen Size, US Mesh 80

- Resin Cation/Anion Mixed Bed

- Accessary Conductivity, pH, O2 성분 

계측 및 표시장치

3. Filter (F-MWS-1)

- Type Replaceable Cartridge

- End Connection Flange

- Retention for 2 μ and Larger 98% by Weight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95

 - Flow Rate, ㎥/hr 5

 - Operating Temperature, ℃ 5-50

 - Material STS-316



- 285 -

표 9.13 보충수계통의 수질요건

1. 보충수계통의 수질

- pH 6.0 - 7.0

- 용존산소량, ppb 5 이하

- Specific Conductivity, μS/cm 1.0 이하

- Suspended solids, ppb 350 이하

- Chloride 함량, ppb 150 이하

- Fluoride 함량, ppb 150 이하

- Total Sulfur 함량, ppb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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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4 보충수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1. PT-MWS-1

 - Type Smart Type Senso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Pressure Range, MPa 1.0

- Material STS-316 

2. TF-MWS-1,2 (2 EA)

 - Type Thermocouple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Temperature Range, ℃ 300

- Material STS-316 

3. LT-MWS-1

 - Type Smart Type Senso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Differential Pressure Range, mm H2O  5000

- Material STS-316 

4. Pipe  

 - Size, inch 1/2, 1, 1-1/2, 2 

 - Rating Sch. 10S

5. Flange, Vent/Drain Valve, 기타 배관 및 수동밸브

도면참조 및 상세 설계 후 확정

6. 절연체

상세 설계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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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5 기기냉각수계통의 주요 부품 사양 

1. Cooling Tower (CT-CWS-1) 

- Type 수조포함 일체형

- Maximum Operating Capacity, MWth 4.3

- End Connection Flange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0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50

 - Inlet Temperature, ℃ 45

 - Outlet Temperature, ℃ 32

 - Maximum Operating Flow Rate, ㎥/hr 255

 - Dimension (Length, Width, Height), m 3.7, 5.83, 3.9

 - Material STS-316

2. Cooling Pump (PP-CWS-1,2)

 - Quantity, ea 2

- Type Centrifugal

- End Connection Flange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0

 - Maximum Operating Head, m 100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Flow Rate, ㎥/hr 255

 - Material STS-304

 - 전원 440 V, 3 Phase

- Pump Speed Control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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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6 기기냉각수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1/2)

1. FCV-CWS-1,2,3 (3 EA)

 - Type Air Operating Control Valve

 - Working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0

- Rating, lb 150

 - Size, Inch 2.0, 1.0, 5.0

- End Connection Flange

- Material STS-316 

- Control

Accessary Electro-Pneumatic Positioner, Airset

Time Response 2 Hz 이상

  

2. OV-CWS-1,2 (2 EA)

 - Type On/Off Isolation Valve

 - Working Fluid Wa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0

 - Size, inch 5.0

- Rating, lb 150

- Material STS-316 

- Control

Accessary Electro-Pneumatic Positioner, Airset

Time Response 2 Hz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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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6 기기냉각수계통의 배관 및 계측장치 사양 (2/2)

3. Q-CWS-1,2 (2 EA)

 - Type Turbine Flowmete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0

- Rating, lb 150

 - Size, inch 2.0, 5.0

 - Flow Rate, ㎥/hr 20, 200

- Material STS-316

4. PT-CWS-1

 - Type Smart Type Sensor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Pressure Range, MPa 1.0

- Material STS-316 

5. TF-CWS-1,2,3,4,5 (5 EA)

 - Type Thermocouple

 -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100

 -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 Temperature Range, ℃ 300

- Material STS-316 

6. Pipe

 - Size, inch 1.0, 2.0 & 5.0

 - Rating Sch. 10S

7. Flange, Vent/Drain Valve, 기타 배관 및 수동밸브

도면참조 및 상세 설계 후 확정

8. 절연체

상세 설계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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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7 여러 파단 부위에 대한 파단 모의부의 사양

파단 부위 대상 사고 파단밸브 ID

파단부 

배관 

Size

(인치)

파단 

밸브 

Size

(인치)

Break 

Spool 

Size

(인치)

확장관 

Size

(인치)

저온관
LBLOCA

OV-BS-01

FCV-BS-02
4 4 5 5

SBLOCA OV-BS-06 1 1.5 1.5 1.5 × 3

DVI 배관 DVI LB OV-BS-03 1.5 1.5 1.5 1.5 × 3

SG 세관 SGTR
OV-BS-04

OV-BS-05
1 1 1 1

SG 급수관 FLB
OV-BS-07

OV-BS-08

1 1.5 1.5 1.5 × 3

1/2 1 1 1 × 3

SG 주증기관 MSLB
OV-BS-09

OV-BS-10
3 4 5 5

표 9.18 용기별로 요구되는 질소 체적 및 압력

항목
총 질소 체적

(리터)

질소 압력

(Bar)
Note

SIT (4 기) 1600 60 100% 채움 가정

RWT (2 기) 1500 4.5 100% 채움 가정

 가압기 200 15 100% 채움 가정

원자로 용기 75 45 10% 채움 가정

 총 질소요구량: 120 기압, 68 리터 질소용기 1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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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정지냉각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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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격납용기 모의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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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보충수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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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기기냉각수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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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LBLOCA를 위한 저온관 파단모의부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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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SBLOCA를 위한 저온관 파단모의부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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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DVI 배관 파단모의부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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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모의부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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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증기발생기 급수배관 파단모의부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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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 증기발생기 증기배관 파단모의부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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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1 3 인치 SBLOCA 모의를 위한 파단 노즐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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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2 질소공급계통의 개략도

그림 9.13 증기공급계통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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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4 압축공기공급계통의 개략도

그림 9.15 진공계통의 개략도



- 301 -

제10장 ATLAS 열손실보상계통의 기본설계 

계산서

10.1 열손실보상계통의 개요

10.1.1 서론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ATLAS)는 높이와 부피를 각각 1/2와 

1/288로 축소하여 체적에 대한 표면의 열전달 면적이 상대적으로 원형보다 크게 

된다. 이장치는 열전달 면적비가 원형보다 약 12 배 증가되어 과도한 열손실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측정을 위한 센서 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플랜지, 지지를 위

한 추가적인 구조물 등이 열손실원으로 추가되어 이로 인한 과도한 열손실을 막

아주는 열손실 보상계통이 필요하다. 실험장치의 열손실 양은 실험장치를 제작한 

후 각 컴포넌트의 열손실 양을 다양한 기법으로 측정하여 알아낼 수 있다. 총 열

손실량(Integral Heat Loss) 측정기법을 예를 들면, 일차측에 일정한 유량을 흘려

보내고 노심히터를 가열하여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장시간 유지하도록 하는 출

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때 구해낸 출력이 고유의 열손실 값이 된다. 열손실 양

은 냉각수의 초기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천이 실험방법(Transient Method)

을 통하여 출력을 올리고 내리면서 열손실의 시상수(Time Constant)를 얻어낸

다. 이와 같이 얻어낸 총 열손실량은 국부적으로 측정하여 얻어낸 컴포넌트들의 

열손실 양을 모두 더한 값과 비교한다. 그 차이는 측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

확실도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각 컴포넌트에는 온도 압력 센서 라인, 플랜지, 

기타 부착물 등 국부적으로 열손실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착물

이 많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측정 오차는 피할 수 없다. 열손실보상계통은 원

형의 축소로 인하여 야기되는 과도한 열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상 컴포넌트

의 외벽에 설치한다. 설치는 증기발생기를 포함한 일차측 컴포넌트에 한정한다. 

열손실보상계통은 열손실을 차단하는 단열재와 열손실을 보상하는 히터를 적절

히 배합하여 구성하며, 히터는 설치 환경에 따라 밴드 히터와 케이블 히터를 이

용한다. 

10.1.2 열손실 보상 구역

일차측의 컴포넌트들은 용기의 직경이 다르고, 플랜지, 센서 라인, 노즐 등의 

각종 부착물로 인하여 열손실양이 부위별로 달라진다. 열원인 트레이서 히터는 

균일한 전력을 공급한다. 트레이서 히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불균일한 열손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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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보상하도록 구역(Zone)를 나누어 열을 공급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역은 중요도에 따라 면적을 작게 혹은 크게 나누어 그림 10.1과 

같이 22 개 구역(22번 구역은 Vessel-SIT 연결 라인)을 설정하 다. 그림 10.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2 개의 구역은 각각 SCR(Silicon-Controlled Rectifier)를 두어 

전력을 조정하고, 용기 표면에 인가되는 전력과 온도를 측정하여 DAS(Data 

Acquisition System)에 송신하도록 설계하 다. 모든 구역은 SCR 제어모듈에서 

열유속을 조정하여 컴포넌트의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절 기능이 있

으며, 용기 외벽에 트레이서 히터가 설치되고 그 위에 단열재를 덮어 열손실을 

차단하 다. 

10.2 열손실 계산

10.2.1 열손실 계산식 및 가정

10.2.1.1 공통 가정 

열손실 계산에 필요한 외벽의 온도, 대기 온도, 루프의 온도 등은 실험 조건

에 따라 혹은 실험실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외벽의 온도 및 대기온

도는 측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변수이므로 예비계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정이 

설정 되어야한다. 외벽온도는 현재 측정치가 없으므로 유사한 조건에서 선행된 

LOBI-MOD2의 측정치를 차용하 다. 열손실 계산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한 가

정은 다음과 같다.

(1) 단열재

- 각 용기의 단열재 두께: 12.5 cm 

- 고온관 및 저온관 단열재 두께: 10 cm 

- 가압기 림관, 압력용기 강수관 및 S/G 강수관 등 직경이 10 cm 이
하인 배관은 단열재 두께가 5 cm이다. 

- 단열재의 열전도도: Glass-Wool equivalent

(2) 냉각재 온도

- Reactor Vessel 입/출구: 290/325 °C 

- 가압기: 345 °C

- 증기발생기: 2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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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벽의 온도

- 각종 용기 외벽: 210 °C

- 단열재 외벽: 40 °C

(4) 대기 온도 : 10 ℃

또한 공통적으로 사용된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단열재 Perlite의 열전도도: k = 1.17*(0.053 + 0.00004*Θ) (W/m․°C),

여기서 Θ는 단열재 표면과 내부온도의 평균치이다.

(2) STS-304 혹은 STS-316의 열전도도: k = 19 W/m․°C 

10.2.1.2 열 손실 요인별 계산식 및 국부 가정

일차측의 열손실 요인은, 그림 10.3에 제시한 바와 같이 Vessel & Pipe, 

Sensor Line,  Nozzle,  Flange 및 Support of Components 등의 구조물에 의한 

열 손실이 있다. 

가) 단열재로 덮여 있는 컴포넌트를 통한 전도 열 손실 

원자로용기나 가압기와 같은 컴포넌트의 전도열손실은 아래의 식과 같이 온

도차와 반지름 혹은 직경의 함수이다. 

Q =  
2πL(T 1-T 4)

ln (r 2/r 1)/k s+ ln(r 3/r 2)/k I     (10.1)

용기의 윗부분이 반구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평판의 열전도 관계식을 사용하

여 열 손실 양을 계산하 다. 

Q =
(T 1-T3)

ΔxS/kSA+ΔxI/kIA     (10.2)

나) 센서 라인을 통한 열 손실 

각 컴포넌트에 부착될 센서 라인은 시스템 압력, 차압, 유체온도, 내벽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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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벽온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센서라인의 열은 대류와 복사로 인하여 

대기로 빠져나간다. 

열손실 (센서라인) = 대류 열손실 + 복사 열손실

센서 라인을 통하여 나가는 열손실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1) 센서 라인이 매우 길어서 핀 끝단의 온도가 대기 온도와 같다.

(2) 센서 라인 주의는 Laminar flow 이다.

(3) 센서 라인은 수평으로 설치되었다

가정에 따라 수평 실린더의 자유대류 열전달 계수 식은 다음과 같다.

h =  1.32 ( ΔTd )
1/4

    (10.3)

   where,   ΔT =Tw-T∞,℃

      Tw ≈ 
1
2.5
(Tloop-T∞)

핀이 매우 길어서 핀 끝단의 온도가 대기 온도와 같은 경우 열 손실은 다음과 

같다. 

q =  mkAcxθ o     (10.4)

where m=
hP
kAcx  (fin efficiency)

Acx  = Cross section area of the fin, θ=T-T∞

표면이 개방된 경우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이 존재하므로 복사가 존재하는 핀의 

열 손실은 다음과 같다. 

q =  q c+q r= kAcxmTloop 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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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Ψ = 1+4
cT

3
∞

h [1+
Tloop
T∞

+
1
2 (
Tloop
T∞ )

2

+
1
10 (

Tloop
T∞ )

3

]
       q c  = 대류 열손실, q r  = 복사 열손실

다) 노즐을 통한 열 손실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노즐의 열 손실은,

q =  hPkAcxθ otanh(mL)     (10.6)

where θ o=To-T∞

라) 플랜지를 통한 열 손실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의 표면온도는 LOBI-MOD2의 측정치와 같다고 가정하

면 플랜지를 통한 열 손실은 다음과 같다.

q =  2πδkTloop Φ     (10.7)

여기서 Φ = -Mr 1
I 1(Mr 1)K 1(Mr 2)- I 1(Mr 2 )K 1(Mr 1 )

I o(Mr 1 )K 1(Mr 2 )+ I 1(Mr 2 )Ko(Mr 1 )

플랜지 외벽은 경우에 따라 단열될 수 있다. 단열된 경우에는 플랜지의 열손실

로 계산된 값의 50%로 가정하 다. 

마) 지지대를 통한 열 손실 

지지대에서 손실되는 양은 전도로 계산된 열을 기준으로 LOBI-MOD2의 지

지대에서 계산된 비율만큼 손실된다고 가정하 다.

10.2.2 원자로용기

원자로용기는 그림 10.1과 같이 수직 방향으로 4개의 구역(RPV-1, RPV-2, 

RPV-3, RPV-4)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산의 편리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를 활용하여 필요한 입력자료를 표 10.1과 같이 배열하고 각 구역별로 전도 열손

실 값을 계산하 다. 플랜지가 있는 구역은 길이에서 플랜지의 두께만큼 차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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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열손실을 구하 다. 또한 벽면에 부착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상대적으

로 적어 완전한 실린더로 가정하 다. 각 구역에 대한 엑셀로 계산된 전도 열손

실양은 표 10.1에 수록하 다. 

10.2.2.1 노즐 및 플랜지를 통한 열 손실

노즐은 식 (10.6)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노즐은 단열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

어있다고 가정하고, 복사가 존재하는 열전달 양은 식 (10.5)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표 10.2에 분류한 원자로 용기의 각종 노즐의 열손실 양은 노즐 사이즈에 따

라 계산된 값을 정리하 다. 플랜지는 식 (10.7)를 사용하여 열손실 양을 계산한

다. 원자로 용기에는 그림 10.1과 같이 플랜지가 상부와 하부에 같은 사이즈로 

설치되어 있고 단열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열손실은 표 10.3에 제시된 바와 같다.

10.2.2.2 센서 라인을 통한 열손실

열손실에 향을 주는 센서라인은 용기의 외벽에 부착된 것으로 한정된다. 

유체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여러 개의 열전대를 묶어서 용기에 설치된 2 개 혹은 

4 개의 노즐로 배출되도록 설계되므로 열손실 계산에는 제외되었다. 표 10.4에서

와 같이 1/2 인치 튜브인 압력 라인은 식 (10.4)와 식 (10.5)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3/8 인치 크기의 열전대와 1/8 인치 크기의 열전대로 손실되는 열손실 양

은 프로그램파일 HL-Fin.nb으로 계산하 다. 표 10.5는 컴포넌트별 센서 라인을 

통한 열 손실을 보여준다. 원자로용기에 부착된 센서 라인으로 압력 라인은 22 

개가 설치되었고 외벽에는 22 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센서라인에 의한 베셀의 

구역별 열손실은 센서 라인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하 다.

10.2.3 가압기

가압기는 그림 10.1과 같이 용기의 수직방향으로 3 개의 구역(PRZ-1, 

PRZ-2, PRZ-3)에 Surge 라인과 Spray 라인을 각각 하나의 구역으로 독립시켜 

모두 5 개의 구역으로 분류하 다. 전도 열손실은 원자로용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었으며 각 구역별 열손실을 표 10.1에 수록하 다. 그림 10.1에서와 같이 

가압기의 노즐은 용기 상부와 Surge 라인에 집중되어 있다. 계산 결과를 표 10.2

에 수록하 다. 가압기에는 플랜지가 상부와 하부에 같은 사이즈로 설치되어 있

고 Surge 및 Spray 라인 상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각 구역의 계산결과

를 표 10.3에 수록하 다. 표 10.5에 가압기에 부착된 센서 라인으로 손실되는 열

을 수록하 다. 용기의 열손실은 센서 라인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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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증기발생기

증기 발생기는 그림 10.1과 같이 용기의 수직방향으로 3 개의 구역(SG-1, 

SG-2, SG-3)에 Downcomer를 하나의 구역으로 독립시켜 모두 4 개의 구역으로 

분류하 다. 두 대의 증기 발생기는 열손실 계산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

정하 다. 전도 열손실은 원자로용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었으며, 각 구역별 

열손실을 표 10.1에 수록하 다. 증기 발생기의 노즐은 B/D 노즐 2 개와 용기에 

계측라인 통로를 제공하는 2 인치 노즐이 4 개가 있다고 가정하 다. 이에 대한 

열손실은 표 10.2에 수록하 다. 증기발생기에는 플랜지가 상부 플레넘에 4 개, 

몸체에 3 개, 하부 플레넘에 1 개가 있다고 가정하 다. 그밖에 Downcomer에 4 

개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크기와 열손실 계산치는 표 10.3에 수록하 다. 표 10.5

에 증기 발생기에 부착된 센서 라인으로 손실되는 열을 수록하 다. 용기의 열손

실은 센서 라인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하여 구하 다.

10.2.5 일차계통 배관

고온 및 저온관은 그림 10.4와 같이 5 개의 구역으로 분류하 다. 그림 10.5

에 센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었다. 전도 및 노즐을 통한 각 구역별 열손실을 표

10.1 및 10.2에 수록하 다. 고온 및 저온관에 부착된 플랜지의 위치와 각 구역별 

열손실 계산결과를 표 10.3에 수록하 다. 표 10.5에 고온 및 저온관에 부착된 센

서 라인으로 손실되는 열을 수록하 다. 

10.2.6 안전주입계통

4 개의 안전주입용기와 원자로용기에 연결되는 4 개의 라인에서 상당한 양의 

열손실이 발생되나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개의 라인은 가

압기의 Surge 라인과 동일한 크기로 가정하고 길이는 10 m로 가정하여 열손실

을 계산하 다.

10.3 열손실보상계통의 기본설계

10.3.1 구역별 히터용량 설계

트레이서 히터의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제약 조건은 측정의 정확도이다. 

일반적으로 SCR의 정확도는 인가전원 용량의 20% 이상까지 보증되므로 20% 이

하에서 운전되는 열량은 측정에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기본설계 단계

에서 설계된 각종 컴포넌트는 플랜지의 위치나 용기의 그 기하형상이 완전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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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용량이 SCR 용량의 20 ∼ 100% 밴드 내에 들어오도

록 열적 여유도를 많이 두어 설계하 다. 히터용량 결정식은 계산의 불확실도와 

히터의 단열 손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히터용량 = (Net Heat Loss) × ( 1 + Cal. Uncertainty + Insulation Loss)   

여기서, Net Heat Loss는 구역별 순 열손실을 의미하며, Cal. Uncertainty를 20%

로 가정하고 Insulation Loss를 30%로 가정하면, 

히터용량 = 1.5 X (Net Heat Loss)     (10.9)

위 식을 각 구역별 열손실에 적용하면, 필요한 트레이서 히터의 용량은 표 10.6

과 같다. 표 10.7은 열손실보상계통의 구역별 트레이서 히터 최종 설계자료이다. 

10.3.2 요약 및 결론

가압경수로 APR1400를 높이비 1/2, 체적비 1/288로 축소 모의한 경우 일차

측의 열손실를 계산하 다. SIT 라인을 포함한 일차측의 구성요소를 22 개 구역

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에 분포되어 있는 열손실 요인을 분류하 다. 열손실 요인

에 적합한 열손실 방정식을 적용하여 구역별 순열손실을 계산한 결과와 트레이

서 히터 최종 설계자료를 표 10.6와 10.7에 정리하 다. SIT 라인의 전도 열손실

을 제외한 열손실 요인별 일차측의 순 열손실은 다음과 같다.

일차측 열손실 (kW) %

전도 12.4  34.7 

노즐  2.9   8.1 

플랜지 16.3  45.7 

센서 라인  3.0   8.4 

기타  1.1   3.1 

합계 35.7 10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도에 의한 손실이 34.7%로 45.7%나 되는 플

랜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보다 작았는데, 이유는 ATLAS 종합실험장치에 단열 

성능이 매우 우수한 Perlite 단열재로 단열하는 것을 가정하 기 때문이다. 노즐

과 센서 라인을 통하여 손실되는 열은 모두 합하여 5.9 kW로 상대적으로 미미하

다. 계산한 일차측의 총 열손실은 35.7 kW로 외국의 유사한 실험장치에서 손

실되는 양과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증기의 누출로 열손실량이 막대한 

Sealed Pump 사용을 배제하고 증기의 누출이 없는 Canned Motor Pump를 사용

하 기 때문이다. 순 열손실을 기준으로 트레이서 히터 설계를 수행한 결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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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50%의 열량에 해당하는 여유도가 더 필요하 다. 50% 여유도에는 열

손실 계산 불확실도와 히터의 단열손실이 고려된 것이며, 최종설계 단계에서의 

열손실 보상을 위한 트레이서 히터의 설계용량은 총 57 kW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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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컴포넌트 외벽을 통한 전도 열 손실 

Comp. Zone Label 내경 외경 길이 면적*1 Tloop Ts k k 단열t R1*2 R2 열손실

(열손실) Description cm cm cm cm2 C C 용기 단열 cm W
Vessel Upper Plenum HT-UP-01 40.8 50.8 - 2027 325 40 19 0.07 12.5 0.01 1.80 32

1,631 Upper Plenum HT-UP-01 40.8 50.8 83 - 325 40 19 0.07 12.5 0.01 5.75 258
Outlet Plenum HT-OP-01 40.8 50.8 200 - 325 40 19 0.07 12.5 0.01 5.75 621
Core HT-CO-01 40.8 50.8 191 - 325 40 19 0.07 12.5 0.01 5.75 593
Lower Plenum HT-LP-01 40.8 50.8 47 - 290 40 19 0.07 12.5 0.01 5.82 127

가압기 Upper Plenum HT-PZR-03 22 26.7 - 1648 345 40 19 0.07 12.5 0.00 1.78 28
2,400 Upper Plenum HT-PZR-03 22 26.7 90 - 345 40 19 0.07 12.5 0.01 9.43 183

Body HT-PZR-02 22 26.7 400 - 345 40 19 0.07 12.5 0.01 9.43 812
Lower Plenum HT-PZR-01 22 26.7 150 - 345 40 19 0.07 12.5 0.01 9.43 304
Surge line HT-SUR-01 3 4.3 700 - 290 40 19 0.07 5 0.02 17.47 629
Spray line HT-SPY-01 4.3 6.1 400 - 290 40 19 0.07 5 0.02 14.11 445

S/G A Top head* HT-SGDC1-01 52 64 - 12867 250 40 19 0.07 12.5 0.01 1.84 146
Upper Plenum HT-SGDC1-01 52 64 120 - 250 40 19 0.07 12.5 0.01 4.86 325

1,881 Body HT-SGDC1-01 42.5 52.5 280 - 250 40 19 0.07 12.5 0.01 5.74 642
Bottom* HT-SGP1-01 43 53 - 5701 325 40 19 0.07 12.5 0.01 1.80 90
DC A HT-SGDC1-01 6.7 8.7 220 - 250 40 19 0.07 5 0.01 11.28 257
DC B HT-SGDC1-01 6.7 8.7 360 - 250 40 19 0.07 5 0.01 11.28 421

S/G B Top head* HT-SGDC1-01 52 64 - 12867 250 40 19 0.07 12.5 0.01 1.84 146
Upper Plenum HT-SGDC1-01 52 64 120 - 250 40 19 0.07 12.5 0.01 4.86 325

1,881 Body HT-SGDC1-01 42.5 52.5 280 - 250 40 19 0.07 12.5 0.01 5.74 642
Bottom* HT-SGP1-01 43 53 - 5701 325 40 19 0.07 12.5 0.01 1.80 90
DC A HT-SGDC1-01 6.7 8.7 220 - 250 40 19 0.07 5 0.01 11.28 257
DC B HT-SGDC1-01 6.7 8.7 360 - 250 40 19 0.07 5 0.01 11.28 421

Cold leg 건전 저온관 A HT-CL1-01 8.7 11.4 145 - 290 40 19 0.07 10 0.01 14.73 154
618 건전 저온관 B HT-CL1-01 8.7 11.4 145 - 290 40 19 0.07 10 0.01 14.73 154

건전 저온관 C HT-CL2-01 8.7 11.4 145 - 290 40 19 0.07 10 0.01 14.73 154
파단 저온관 HT-CL2-01 8.7 11.4 145 - 290 40 19 0.07 10 0.01 14.73 154

중간관 A HT-IL1-01 6.7 8.9 255 - 290 40 19 0.07 10 0.01 17.12 234
B HT-IL1-01 6.7 8.9 255 - 290 40 19 0.07 10 0.01 17.12 234

935 C HT-IL2-01 6.7 8.9 255 - 290 40 19 0.07 10 0.01 17.12 234
D HT-IL2-01 6.7 8.9 255 - 290 40 19 0.07 10 0.01 17.12 234

Hot leg 건전 고온관 HT-HL1-01 12.9 16.5 150 - 325 40 19 0.07 10 0.01 11.40 235
470 파단 고온관 HT-HL2-01 12.9 16.5 150 - 325 40 19 0.07 10 0.01 11.40 235

RPV-SIT Line 1 HT-SIS-01 3.9 4.9 1000 - 200 40 19 0.07 5 0.01 16.68 602

RPV-SIT Line 2 HT-SIS-01 3.9 4.9 1000 - 200 40 19 0.07 5 0.01 16.68 602
RPV-SIT Line 3 HT-SIS-01 3.9 4.9 1000 - 200 40 19 0.07 5 0.01 16.68 602

RPV-SIT Line 4 HT-SIS-01 3.9 4.9 1000 - 200 40 19 0.07 5 0.01 16.68 602
12,224Total Loss

SIT

*1: 반구면적임 ( 2πr
2

2
=π( 26.72 )

2

= 1648 cm
2)

*2: 열저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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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노즐을 통한 열 손실 

열손실 총 열손실

(W) (W)
Vessel N3 DVI 1-1/2" 4 47.5 190

N4 DVI alternative 1-1/2" 4 47.5 190
677 N5 HL leakage 3/4" 2 18.4 37

N6 DC-UH bypass 1/2" 4 10.5 42
N8 N2 injection 1/2" 2 10.5 21
N9 Vent/Safety valve 1-1/2" 1 47.5 48
N10 Pressure relief val 1/2" 1 10.5 11
N12 Vacuum line 1" 1 27.2 27
N13 ECCS injection 2" 1 70.3 70

N14-17Spare nozzle 1/2" 4 10.5 42
Pressurizer Spray line 3/4" 1 18.4 18

Safety valve 1" 1 27.2 27
134 SDS 3/4" 1 18.4 18

Surge line 2" 1 70.3 70
Steam N3a,b Feedwater inlet 1" 2 27.2 54
Generator A N4 Feedwater inlet 1/2" 1 8.13 8

N5 Outlet 2-1/2" 1 70.3 70
N7,N8 Break spool 1" 6 27.2 163

312 N9,N10 Spare & drain 1/2" 2 8.13 16
Steam N3a,b Feedwater inlet 1" 2 27.2 54
Generator B N4 Feedwater inlet 1/2" 1 8.13 8

N5 Outlet 2-1/2" 1 70.3 70
N7,N8 Break spool 1" 6 27.2 163

312 N9,N10 Spare & drain 1/2" 2 8.13 16
Cold leg SI nozzle 1" 8 27.2 218

Break nozzle 1-1/2" 1 47.5 48
307 Drain 1/2" 4 10.5 42

Intermediate Drain 1/2" 4 10.5 42
leg
Hot leg Surge line 2" 2 70.3 141

Shutdown cooling1-1/4" 2 37 74
257 Drain 1/2" 4 10.5 42

TOTAL 2,042

개수Component 노즐 ID 설명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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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플랜지를 통한 열 손실 

Component

(열손실) 개당 Bare 단열*
Vessel Top 836mm 1 910 910 455

820 Bottom 836mm 1 730 730 365

Pressurizer Top 10" 1 850 850 425

Bottom 10" 1 850 850 425

1,330 Surge line 1 2" 1 136 136 68

Surge line 2 1 1/4" 4 91.1 364 182

SV valve 1" 1 70.2 70 35

Spray line 3/4" 1 54.6 55 27

Spray line 1/2" 8 35 280 140

SDS 3/4" 1 54.6 55 27

Steam Upper plenum 24" 3 1389 4,167 2,084

Generator A Body 18" 4 865 3,460 1,730

4,110 Downcommer 3.5" 4 148 592 296

Steam Upper plenum 24" 3 1389 4,167 2,084

Generator B Body 18" 4 865 3,460 1,730

4,110 Downcommer 3.5" 4 148 592 296

Cold leg RPV connection 4" 4 271.2 1,085 542

Pump connection 4" 4 271.2 1,085 542

1,225 관 중간 1" 4 70.2 281 140

Intermediate S/G connection 3" 4 208.2 833 416

leg Pump connection 3" 4 208.2 833 416

Hot leg RPV connection 6" 2 445.2 890 445

S/G connection 6" 2 445.2 890 445

1,004 관 중간 2" 1 136 136 68

관 중간 1 1/4" 1 91.1 91 46

SIT 관 중간 1 1/2" 13 70.2 913 456

관 중간 1 1/2" 13 70.2 913 456

관 중간 1 1/2" 13 70.2 913 456

1,825 관 중간 1 1/2" 13 70.2 913 456

TOTAL 15,256

열손실 (W)
개수플랜지 ID 위치 Size

* 단열 = Bare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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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1/2 인치 압력 라인으로 손실되는 대류 및 복사 열 계산표

열손실 구분 입력자료 명 단위 값 계산 변수 단위 계산치

대류열전달 핀 길이, L m 0.5 Perimeter, P m 0.039898

직경, d m 0.0127 CX. Area, A   m² 0.000127

열전도도, k W/mK 19 열전달 계수, h W/m²K 13.01

T(loop) °C 310 Fin efficiency, m - 14.69

T(대기) °C 10 대류 열손실, Qc W 10.96

T(벽) °C 120

복사 열전달 Tloop/Tatm °C 2.060 복사 열전달 계수 - 1.30

복사계수, c W/m2K
4 1.65E-08 복사 열손실, Qr W 3.31

총 열손실 W 14.27

표 10.5 컴포넌트별 센서 라인을 통한 열 손실 

Component 개수 열손실 (W) 총 열손실(W)

Vessel 23 9.5 219

343 열전대 외벽 23 5.4 124

Pressurizer 압력 라인 11 9.5 105

191 유체온도 8 5.4 43

외벽 8 5.4 43

Steam 24 9.5 228

Generator A 유체온도 12 5.4 65

422 외벽 24 5.4 130

Steam 24 9.5 228

Generator A 유체온도 12 5.4 65

422 외벽 24 5.4 130

Cold leg 16 9.5 152

368 유체온도 32 5.4 173

외벽 8 5.4 43

Intermediate 20 9.5 190

leg 유체온도 20 5.4 108

363 외벽 12 5.4 65

Hot leg 10 9.5 95

192 유체온도 12 5.4 65

외벽 6 5.4 32

SIT 8 9.5 76

141 유체온도 8 5.4 43

외벽 4 5.4 22

TOTAL 2,442

열전대

열전대

열전대

열전대

열전대

압력 라인

압력 라인

압력 라인

압력 라인

핀 구분

압력 라인

압력 라인

압력 라인

열전대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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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구역별 순 열손실 및 히터 용량 

Comp. Zone Label 열전도 플랜지 노즐 센서 Uncert. I loss Support Zone

Description W W W W W W 20% 30% W Total

Vessel Upper Plenum HT-UP-01 32 400 45 477
6,692 Upper Plenum HT-UP-01 258 400 240 45 943 1,420 1,704 2,130 1320 3,450

Outlet Plenum HT-OP-01 621 0 380 90 1,091 1,091 1,310 1,637 1,637
Core HT-CO-01 593 0 0 90 683 683 820 1,025 1,025
Lower Plenum HT-LP-01 127 990 60 90 1,267 1,267 1,520 1,900 1,900

가압기 Upper PlenumHT-PZR-03 28 70 70 20 188 0
5,986 Upper PlenumHT-PZR-03 183 380 20 583 771 925 1,156 600 1,756

Body HT-PZR-02 812 0 40 852 852 1,022 1,278 520 1,798
Lower PlenumHT-PZR-01 304 380 40 724 724 869 1,087 1,087
Surge line HT-SUR-01 629 250 70 40 989 989 1,186 1,483 1,483
Spray line HT-SPY-01 445 170 40 655 655 786 983 983

S/G A Top head* HT-SGDC1-0 146 0 220 100 466 0
10,787 Upper PlenumHT-SGDC1-0 325 2080 100 2,505 0

Body HT-SGDC1-0 642 1730 100 2,472 5,443 6,532 8,165 1000 9,165
Bottom* HT-SGP1-01 90 440 100 100 730 730 876 1,095 1,095
DC A HT-SGDC1-0 257 150 20 427 0
DC B HT-SGDC1-0 421 150 20 591 1,018 1,221 1,526 1,526

S/G B Top head* HT-SGDC1-0 146 0 220 100 466 0
10,787 Upper PlenumHT-SGDC1-0 325 2080 100 2,505 0

Body HT-SGDC1-0 642 1730 100 2,472 5,443 6,532 8,165 1000 9,165
Bottom* HT-SGP1-01 90 440 100 100 730 730 876 1,095 1,095
DC A HT-SGDC1-0 257 150 20 427 0
DC B HT-SGDC1-0 421 150 20 591 1,018 1,221 1,526 1,526

Cold leg 건전 저온관 A HT-CL1-01 154 80 100 334 0
3,867 건전 저온관 B HT-CL1-01 154 620 80 100 954 1,289 1,547 1,933 1,933

건전 저온관 C HT-CL2-01 154 80 100 334 0
파단 저온관 HT-CL2-01 154 620 80 100 954 1,289 1,547 1,933 1,933

중간관 A HT-IL1-01 234 20 100 354 0
3,382 B HT-IL1-01 234 420 20 100 774 1,127 1,353 1,691 600 2,291

C HT-IL2-01 234 20 100 354 0
D HT-IL2-01 234 420 20 100 774 1,127 1,353 1,691 600 2,291

Hot leg 건전 고온관 HT-HL1-01 235 500 130 100 965 965 1,158 1,448 1,448
2,895 파단 고온관 HT-HL2-01 235 500 130 100 965 965 1,158 1,448 1,448

SIT RPV-SIT Line HT-SIS-01 724 370 0 40 1,134 0
6,805 RPV-SIT Line HT-SIS-01 724 370 0 40 1,134 0

RPV-SIT Line HT-SIS-01 724 370 0 40 1,134 0
RPV-SIT Line HT-SIS-01 724 370 0 40 1,134 4,537 5,444 6,805 6,805

12,713 16,700 2,120 2,600 34,133 34,133 40,960 51,200 5,640 56,840Total

n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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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열손실보상계통의 구역별 트레이서 히터 최종 설계자료

No. Comp.

Zone 및 

Heater

name

Description

Design

Power, 

kW

Control signal

Overheating 

protection

Temp Power

1

Vessel

HT-UP-01 Upper Plenum  3.50 TW-UH-04A 350 3.15 

2 HT-OP-01 Outlet Plenum  1.70 TW-DC-06A 350 1.53 

3 HT-CO-01 Core  1.10 TW-DC-03A 350 0.99 

4 HT-LP-01 Lower Plenum  2.00 TW-DC-01A 350 1.80 

5

가압기

HT-PZR-03 Upper Plenum  2.10 TW-PZR-05A 350 1.89 

6 HT-PZR-02 Body  2.10 TW-PZR-04A 350 1.89 

7 HT-PZR-01 Lower Plenum  1.10 TW-PZR-02A 350 0.99 

8 HT-SUR-01 Surge line  1.50 TW-SUR-01 350 1.35 

9 HT-SPY-01 Spray line  1.00 TW-SPY-01 350 0.90 

10

S/G 1

HT-SGSD1-01 Upper Plenum  9.70 TW-SGSD1-01A 300 8.73 

11 HT-SGP1-01 Bottom*  1.10 TW-SGP1-01A 300 0.99 

12 HT-SGDC1-01 DC B  1.60 TW-SGDC1-01 300 1.44 

13

S/G 2

HT-SGSD2-01 Upper Plenum  9.70 TW-SGSD2-01A 300 8.73 

14 HT-SGP2-01 Bottom*  1.10 TW-SGP2-01A 300 0.99 

15 HT-SGDC2-01 DC B  1.60 TW-SGDC2-01 300 1.44 

16

Cold leg 

HT-CL1-01 파단 저온관  2.00 
TW-CL1A-02A

TW-CL1B-02A
350 1.80 

17 HT-CL2-01 건전 저온관  2.00 
TW-CL2A-02A

TW-CL2B-02A
350 1.80 

18

중간관

HT-IL1-01 파단 중간관  2.60 
TW-IL1A-02A

TW-IL1B-02A
350 2.34 

19 HT-IL2-01 건전 중간관  2.60 
TW-IL2A-02A

TW-IL2B-02A
350 2.34 

20
Hot leg

HT-HL1-01 파단 고온관  1.50 TW-HL1-02A 150 1.35 

21 HT-HL2-01 건전 고온관  1.50 TW-HL2-02A 150 1.35 

22 SIT

HT-SIS1-01 SIT 1  5.00 TW-SIS1-01 150 4.50 

HT-SIS2-01 SIT 2  5.00 TW-SIS2-01 150 4.50 

HT-SIS3-01 SIT 3  5.00 TW-SIS3-01 150 4.50 

HT-SIS4-01 SIT 4  5.00 TW-SIS4-01 150 4.50 

23 Spare 1 HT-SPA-01  5.00 TW-SPA-01 - 4.50 

24 Spare 2 HT-SPA-02  5.00 TW-SPA-02 - 4.50 

25 Spare 3 HT-SPA-03  5.00 TW-SPA-03 - 4.50 

Total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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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GPi-01

HT-SGDCi-01

TF-SPY-01

TW-PZR-05A

TW-PZR-04A

TW-PZR-02A

TW-SUR-01A

15
00HT-PZR-03

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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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0

HT-SUR-01

HT-PZR-02

HT-PZR-01

HT-SPY-01

CRPV

P1B

CL1(Broken)

`

P1A

P2A

P2B

HT-CL2-01 HT-CL1-01

HT-HL2-01

HT-IL1-01HT-IL2-01

HT-HL1-01

HT-SGDCi-01

SG
1

SG
2

TW-IL2A-02A

TW-CL2A-02A

TW-HL2-02A TW-HL1-02A

TW-CL1B-02A

TW-IL1B-02A

HT-SIS-01

Reactor Vessel (4 zones) Pressurizer (5 zones)

Steam Generator A & B (6 zones)

Hot & Cold Legs (6 zones)

SIT Line (1 zone)

Notes
- Vessl 4 zones        - Pressurizer 5 zones
- S/G A, B 6 zones    - Hot & cold legs 6 zones
- SIT 1 zone             - Spare 3 zones
- Total 25 zones

SIT-1

SIT-3

SIT-4

SIT-2

RPV

TW-PZR-03A

TF-SIS1-01

TF-SIS2-01

TF-SIS4-01

TF-SIS3-01

그림 10.1 열손실보상계통 구역 및 표면 온도 계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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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제 어 실

DAS/DCS

AC220V  단 상  

단상  브 레이 커

필 터

SCR

V1~V25

I1~I25

W 1~W 25

입출력단자

4-20mA

MCC

히 터 온 도

케 이 블 히 터

벽 면 온 도

전 력  4-20mA

그림 10.2 열손실보상계통 제어 방식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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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i=1,2

(c) 증기발생기 수위계 (d) 증기발생기 열전대

그림 10.3 용기별 센서 노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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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1CL2

CL3
CL4(Broken)

HL1HL2
CRPV

P1

`

P4

P2

P3

SG1SG2

 Zone Leg-5

 Zone Leg-3  Zone Leg-2

 Zone Leg-1

 Zone Leg-4

 Zone Leg-5

 Zone Leg-3  Zone Leg-2

 Zone Leg-4

 Zone Leg-1

그림 10.4 고온 및 저온관의 열손실 보상 구역 



- 320 -

L T -H L i-01

D P -H L i-01 P T -H L i-01 D P -H L i-02 D P -H L i-03

T W -H L i-01A
T W -H L i-01B

T F -H L i-02A
T F -H L i-01A

T F -H L i-01B T F -H L i-02B

T W -H L i-02A
T W -H L i-02B

T W -H L i-03A
T W -H L i-03B

T F -H L i-03A

T F -H L i-03B

D P -H L 12-01

i=1,2

Q V -H L i-01

T I-H L i-02T I-H L i-01

(a) 고온관

       

Pump
S ide

Downcomer 
S ide

SI 
Nozz le

T W-CLi-01A
T W-CLi-01B

PT-CLi-01DP-CLi-01 DP-CLi-02

LT -CLi-01

T F-CLi-01A

T F-CLi-01B

TF-CLi-02A

T F-CLi-02B

T F-CLi-03A

T F-CLi-03B

T F-CLi-04A

TF-CLi-04B

T W-CLi-02A
T W-CLi-02B

T F-CLi-05A

DP-CL1A1B-01
DP-CL1A2B-01
DP-CL2A1B-01
DP-CL2A2B-01

QV-CLi-01

T F-CLi-05B

i=1A,1B,2A,2B

T I-CLi-02T I-CLi-01

(b) 저온관 

P ump

L T -IL i-01

L T -IL i-02

L T -IL i-03

DP -IL C L i-01

RS -RC P i-01

T F-IL i-01

T F-IL i-02
T F-IL i-03A

T F-IL i-03B

T F-IL i-04

T W-IL i-01A
T W-IL i-01B

T W-IL i-02A
T W-IL i-02B

T W-IL i-03A
T W-IL i-03B

P P -RC P i-01

T W-RC P i-01

i=1A ,1B ,2A ,2B

T I-IL i-01
T I-IL i-02

     (c) 중간관 

그림 10.5 고온 및 저온관의 센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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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 론

본 문서는 ATLAS 유체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계산서이다. ATLAS 유체계통

은 크게 일차계통, 이차계통, 안전계통, 보조계통 및 열손실보상계통으로 구분된

다. 일차계통은 원자로용기, 모의노심, 일차계통 배관,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로 구성되며, 이차계통은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및 

복수계통 등을 포함한다. 안전계통은 안전감압계통과 안전주입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계통으로는 정지냉각계통, 격납용기 모의계통, 보충수계통, 기기냉각

수계통, 파단계통 및 부속설비 등이 있다. 열손실보상계통은 일차계통 및 안전주

입계통의 열손실을 보상하는 계통이다. 

먼저 각 계통의 구성요소, 주요 기능, 설계 요구 사항 및 주요 열수력 현상 등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계통의 열수력 현상과 각 계통에서 발생되는 

국소 열수력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설계하기 위한 척도법이 제시되

었다. 이에 따라 각 계통별로 유체계통 설계를 위한 척도해석을 수행하고, 이러

한 척도해석 결과와 고유의 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ATLAS 유체계통에 대한 기

본설계가 이루어졌다.

ATLAS는 참조원전인 신형경수로(APR1400)을 길이비 1/2, 면적비 1/144, 부피

비 1/288로 축소 설계하 고, LBLOC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고 및 가동 중 원

전의 압력 및 온도 조건을 1/1로 모사할 수 있는 실험장치이다. ATLAS는 

APR1400 및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의 주요 계통을 상세하게 축소 모의하고 

있으며,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계통 거동을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TLAS를 이용하여 APR1400의 안전해석을 위한 코드 및 방법론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실험 데이터, 가동중 원전의 운전 최적화, 사고관리 및 안전현안 해

결을 위한 실증실험 데이터와 원자로 설계 개선 및 신형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실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ATLAS는 고온/고압 열수력 장치

로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며,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 자립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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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호

A nondimensional area (= a / ao) or constant

(a o ) R 단면적 축척비

Ac condensation heat transfer area

Ac cross section area [m²]

Af flow area

Aob obstruction flow area of spacer grids

As  surface area (열전달 면적) [m²]

a flow area or cross-sectional area

Bi Biot number 

Bo boiling number

C constant

c radiation coefficient [W/m²․K
4
] 

CHF critical heat flux

Co Shah's parameter

Co distribution parameter

Cp specific heat

Dcrit critical diameter (dimensionless)

DH 수력학적 직경

DJ Jet initial diameter

D* dimensionless downcomer diameter

d diameter, jet diameter [m]

dav       downcomer average diameter

dhy       downcomer hydraulic diameter

douter       downcomer outer diameter

drod outer diameter of heater rod

F friction number for single-phase flow

Fd pump characteristic number 

f friction factor

G mass flux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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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물의 깊이

h heat transfer coefficient [W/m²․℃]

hfg latent heat of vaporization

hTP two-phase flow heat transfer coefficient

I O,I 1 modified (or hyperbolic) Bessel functions

i enthalpy

ifg latent heat of vaporization

J* Wallis number

j superficial velocity

jx 상 x의 겉보기 속도

K pressure loss coefficient

KO,K 1 modified Bessel functions

Kob single-phase form loss coefficient of spacer grids

k S,k I 용기 및 단열재의 conductivity [W/m․℃]

k thermal conductivity [W/m․℃] or form loss coefficient

L length [m], nondimensional length (= l/lo)

LB jet break-up length

LH 수평관 길이

l axial length

lR 높이 축척비

M M=
2h
kδ

m fin coefficient, m=
hP
kA

n constant or number of heater rod

Ndi drift-flux number 

NFr Froude number 

Nf friction number for two-phase flow 

No orifice number 

Npch phase change number (Zuber number)  

Nsub subcooling number 

Nth thermal inertia ratio 

Nu Nussel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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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μf viscosity number

P  perimeter [m], 기하학적 변수

Pr Prandtl number

Qs heat source number

q
''

heat flux

q
'''

volumetric heat generation rate

R Richardson number

Re Reynolds number ( Re=ρ fDu/μ f)

St modified Stanton number 

TECC ECC water temperature

T loop temperature of water in the loop [℃]

Ts  surface temperature [℃]

Tw average wall temperature, Tw ≈ 
1
2.5
(Tloop-T∞), [℃]

Tsat saturation temperature

T
*

time ratio number

T∞  ambient temperature [℃]

VH 수평관 체적

u velocity

ugj drift velocity

ux 상 x의 실제 속도

vr relative velocity between liquid and steam

vfJ initial jet velocity

vsb slug bubble rise velocity

vTb Taylor bubble rise velocity

W mass flow rate

Wcond condensate mass flow rate

Wx 상 x의 질량 속도

Weim jet impact Weber number

Wegr Weber number

x flow quality 

xe thermodynamic equilibrium quality



- 330 -

Z axial location, or distance from spacer grids

Greek Symbols

α void fraction

αs thermal diffusion coefficient of solid (α s = k s/ ρ sCps)

β volumetric expansion coefficient

δ conduction depth

ΔHd pump head

Δisub enthalpy subcooling

(Δp)R 모형과 원형간의 압력 강하비

Δptot 총 압력강하

Δμ viscosity difference (= μf - μg)

Δρ density difference (= ρf - ρg)

ΔT temperature difference

Ψ radiation correction factor

ρ density

ρfg density difference (= ρf - ρg)

ρx  상 x의 도

μ dynamic viscosity

μx 상 x의 점도

ν kinematic viscosity (= μ/ρ)

σ surface tension (물의 표면장력)

ζ wetted perimeter

θ θ=T-T∞

θ ECC- BCL angle between ECC injection location and broken cold leg

Superscripts

* dimensionless parameter

Subscripts

app appen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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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 Broken cold leg

crit critical for onset of entrainment

ECC ECC Water

f saturated liquid or frictional loss

g saturated vapor or steam phase

i i-th component

k k-th phase (g or l)

l single-phase liquid

m model (integral test loop)

o reference component (generally reactor core)

p prototype (APR1400)

R model-to-prototype quantity ratio

s solid

TP two-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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