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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가. SETH Project의 개요

   PANDA 프로젝트는 OECD/NEA의 원자력 관련 그룹인 CSNI(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즉 원전 안전성 향상 그룹의 활동의 

하나인 SETH project로써 추진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 기구 산하의 원자력 관련 협력기구인 OECD/NEA는 

OECD 회원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원자력 분야의 기술 발전을 이끌고 그 결

과를 회원국이 호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다. NEA 는 산하에 

8개 활동 그룹을 두고 있는데, 그중 원자력 안전과 심의에 관한 기술발전을 

주도하는 활동그룹에서는 CSNI 회의과 CNRA 회의에서 다수의 개별  프로

젝트를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다.  CSNI, CNRA 등은 일종의 전문가 자문 위

원회로써, CSNI는 원자력 발전 분야의 안전성 향상에 관해 각국의 전문가 자

문을 통해 연구 아이템을 도출하고 그 권고에 따라 개별 연구를 진행하는 프

로젝트를 이끌어 내는 합의기구이다. 특히, SETH는 이러한 전문가 그룹 중 

원자력 열수력 분야의 미래 기술 수요를 예측하여 OECD 회원국들이 좀 더 

안전하고 발전된 원자력 기술을 향유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자

문기구이다. 

그림 1 OECD/NEA work group의 구조

   

   SETH project는 현재,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1) 

boron dilution in LOCA and mid-loop operation 과 2) Gas flow 

distribution in containment 이다. 이중 LOCA 또는 mid-loop 운전시의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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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 문제는 PKL 장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containment 구조에서의 gas, 

특히 수소 농도 분포에 관한 실험은 PSI에 소재한 PANDA 장치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CSNI는 SESAR (Senior Group of Experts on Safety 

Research)가 제시한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각국의 노력을 결집하여 적절한 

실험장치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원자력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이끌

고 있다. 

   2001년, CSNI는 SWSAR 회의를 통해 향후의 원자력 안전 분야 해석 코드 

체계가 다차원 해석 기능과 비응축성 개스의 성층화 및 공간 분포에 관한 충

분한 해석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곧이어 시작된 SETH 프

로젝트는 스위스 PSI(Paul Scherrer Institute) 내의 PANDA 실험장치를 이용

하여 수행되는 비응축성 개스의 다차원 유동현상 규명과 실험자료 획득을 목

표로 하는 분리효과 실험(Separate Effect Test) 프로젝트이다. 

   즉, PANDA 실험은 SESAR가 제시한 각종 원자력 안전 해석 코드의 다차

원적인 비응축 gas 농도 분포 예측 능력 향상과, 사고 저감 설계 능력 향상

을 위한 실험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중 컴파트먼트 공간내의 증기-공기 혼합물의 유동과 성층

화에 대한 세 한 다차원 자료를 제공하여 차세대 원자력분야 안전연구에 쓰

일 다양한 코드의 검증에 활용된다. 수행기관인 스위스의 PSI(Paul Scherrer 

Institute)는 5년간의 PANDA 실험 동안 23종의 실험 케이스를 소화하 으며 

추가로 1 경우의 공기-증기-헬륨의 공간 유동과 성층화에 대한 실험도 수행

하 다. 

   SETH PANDA project의 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 12월을 기

해 종료 되었으나 2007년부터 SETH II가 각국의 동의를 얻어 시작되는 시점

에 있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적 통합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 과제에서는 MARS 코드 개발과정에서 만들어진 multid 

component의 검증을 위해 2001년부터 PANDA project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나. PANDA Facility

   PANDA 실험 장치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4.0 m 직경에 8.0 m 높이를 가

진 4 개의 큰 원통형 베셀(vessel)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BWR을 모사하는 

실험인 ISP47 과제 수행을 위해 건설된 PANDA 장치는 이 외에도 복잡한 

장치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나, 증기 분출만을 주로 수행하는 SETH 실험용

으로는 상부의 Drywell 1과 drywell 2, 그리고 이들 두 베셀을 연결하는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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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파이프만 이용되며 베셀에는 증기 또는 헬륨 개스를 분사할 수 있는 분

사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Wetwell과 GDCS Poo은 

ISP47 과제 수행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써, PANDA 실험과는 무관한 장치이

다. RPV에서 만들어진 증기는 적절한 과열도를 유지하면서 Drywell 1로 보

내진다. 

그림 2 전체 PANDA 장치의 개념도와 건설 전경

   그림 3은 전체 PANDA 설비 중에서 SETH 실험에 이용되는 중요부분만

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Drywell 1과 Drywell 2를 연결하는 파이프는 중간부

분이 90o로 휘어진 직경 1 m의 파이프이다. SETH 실험의 범위에는 곡율을 

가진 파이프 등에 의한 비응축성 개스의 분포 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한 분출된 증기의 양이 유동 면적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곡율에 의한 유동양

상 변화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은 Drywell로 불리는 베셀 내부의 공기 혹은 공기+증기 혼합물을 특

정 온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증기 또는 헬륨 개스를 분사하면서 베

셀 공간내부에서 형성되는 혼합물의 속도분포, 온도분포, 연결 파이프 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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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셀 내부의 성층화 등을 관찰, 측정하게 된다. 

그림 3 SETH 실험을 위한 PANDA Test Facility 부분

   SETH-PANDA의 총 실험은 분사물질의 종류, 분사위치, 벤트 위치, 응축

현상의 유무 등에 따라 23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1은 총 23개 실험의 조

건을 정리한 것이다. 초기 베셀 내부는 주로 일정 온도의 공기로 채워지게 

되지만 일부 실험에 있어서는 증기+공기가 채워지기도 한다. 초기 베셀내부

의 온도는 주로 108 
o
C에 맞춰지는데, 증기 응축 효과를 보기위한 실험에서

는 76 
o
C 정도의 낮은 온도로 초기조건을 맞추고 있다. 증기의 응축 효과를 

보기위한 실험에서는 주입되는 증기의 온도 역시 107 
o
C 정도로 낮게 설정된

다. 표 1에 나타난 증기, 혹은 일부 증기+헬륨 혼합물의 주입 유량은 모두 주

입 파이프에 연결된 밸브가 개방 된 후 약 4.0초 경과후의 안정적인 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실험은 약 1.3 bar의 압력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

되었다. 실험장치 표면은 단열처리 되어 있으나 전체 벽면을 통해 8.0 KW 

정도의 열이 손실되고 있다. 이러한 열손실 수치는 베셀 평균 온도 108 
o
C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각각 90 m
3
 에 이르는 거대한 원통형 공간 내부에 개스의 온도와 증기 

분포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열전대와 capillary port, 그리고 증기 주입구 주변

의 속도장 측정을 위한 PIV measurement port가 설치되었다. 그림 4는 

DW1과 DW2의 측면에서 각 레벨의 높이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5, 6 ,7, 8은 

그림 4에서 도시된 레벨 평면에서 각종 측정 기구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DW1과 DW2의 레벨은 A부터 U 까지의 알파벳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고, A

가 베셀 최상층부를 나타낸다. 표 2는 알파벳 순서로 도시된 각 레벨을 정리

한 것이다. 이 밖에 베셀의 재료 물성치와 증기공급 라인, 배출라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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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세한 PANDA 설비의 정보는 참고문헌 [1]에 수록되어 있다. Appendix 

A는 이중 중요 내용만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표 1 SETH PANDA 실험의 조건

Test No.

air 

mass 

fraction

(%)

initial 

vessel

temperature

(
o
C) 1)

steam 

injection 

rate

(g/s) 2)

helium 

injection 

rate

(g/s) 
2)

injection 

temperature

(
o
C)

injection 

direction 

and 

height

(m)

1 20 108.0 57.4 140.0 H/4.0

2 20 108.0 27.0 140.0 H/2.0

4 100 108.0 50.0 140.0 H/2.0

4bis 100 76 54.0 140.0 H/2.0

5 0 108 54.0 5.0 140.0 H/4.0

6 0 108.0 26.0 2.4 140.0 H/2.0

7 0 108.0 54.0 5.0 140.0 H/4.0

8 0 108.0 25.0 5.0 140.0 H/2.0

9 100 108.0 14.02 136.0 H/1.8

9bis 100 76 14.03 109.2 H/1.8

10 100 76 14.02 141.6 H/1.8

11 50 108 14.02 140.6 H/1.8

12 100 108.0 14.01 140.2 V/4.0

13 100 108.0 14.03 139.8 V/4.0

14 100 108.0 14.02 140.8 V/6.0

16 100 108.0 40.01 139.7 H/1.8

17 100 108.0 65.06 141.63 H/1.8

18 100 108.0 14.02 140.0 V/2.0

19 14 108.0 14.01 140.1 V/2.0

20 100 108.0 14.0 139.9 V/2.0

21 100 108.0 65.03 139.9 V/6.0(c)

21bis 100 108.0 14.02 140.0 V/6.0(c)

22 14 108.0 14.0 140.1 V/6.0(c)

1) 베셀내 수직방향 온도 분포의 평균값

2) 증기 분출구 개방 후 4.0 초 경과후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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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osition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for DW1 and D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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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the two dry-wells at Leve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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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the two dry-wells at Leve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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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the interconnecting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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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W1과 2 의 각 레벨번호와 높이

level

height above the ground

(mm)

height above the bottom 

of the vessel

(m)

A 19730 8.03

B 19178 7.478

C 18626 6.926

D 17976 6.276

E 17800 6.1

G 17326 5.626

H 16676 4.976

I 16026 4.326

J 15800 4.1

K 15700 4.0

L 15376 3.676

M 14736 3.036

N 14076 2.376

O 13800 2.1

P 13700 2.0

Q 13513 1.813

R 13426 1.726

S 12776 1.076

T 12238 0.538

U 11700 0.0

   실험 장치의 초기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는 참고

문헌 [4]와 [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 PANDA 실험의 CFD 해석

   PANDA 실험의 수행기관인 스위스의 PSI에서는 각 실험에 대하여 

GOTHIC code 해석을 수행하여 과제 참여국에게 실험과 해석상의 주요 관련

사항과 결과를 보고하 다. GOTHIC code는 다중 compartment 공간내의 증

기 및 비응축성 개스 분포 계산 등을 위해 PSI에서 개발 중인 해석 코드 체

계이다. 기-액상이 공존하는 파이프 유동 등에 쓰이지는 않고 주로 격납 건물

내 기체상 유동 해석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2]. 이외에도 SETH 참가국들은 

주로 상용 CDF code를 이용해 PANDA 장치를 모델링하여 증기-공기 분포

와 분출된 증기의 유동상태를 자국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Appendix B는 PSI에서 제공한 CFD grid의 예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Mesh 형성은 GridGen code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격자생성은 Carte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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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 기반이며 실험에 따라 Fine, medium, coarse mesh를 선택하여 사

용하 다.

그림 9 Test 17에 대한 MARS 해석 결과: 수직평면 온도 contour

   

그림 10 Test 17에 대한 FLUENT 2-D 해석 결과: 수직 평면 온도 contour

   위의 그림 9는 Test 17에 대하여 초기 20초 후의 증기분출 현상을 MARS

로 모의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그림 10은 PANDA 베셀 측면을 약 62,000 

여개의 셀로 나누고 표준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한 FLUENT의 2-D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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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FLUENT CODE를 이용하여 수행된 이 결과는 분출된 증기의 부력과 

분출 운동량의 상관관계에 의한 plume 형상의 예측이 증기온도 및 농도 해

석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MARS 해석은 coarse 한 grid 크기를 가지고 있으나 3-D 해석을 수행하

고 있으므로 상층부로 유입된 증기가 베셀의 측면으로 려나 증기의 축적

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FLUENT 해석은 grid의 크기는 fine 하지만 2-D 

개념으로 증기 분출류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층부의 증기가 하부 증기 제

트를 어내고 있다. 그 결과, 부력의 향으로 증기 제트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대신 IP 역으로 분사되고 있다. 따라서 DW2로의 증기 

전달이 실험에 비해 촉진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2. MARS Analysis

  본 과제에서는 23종의 실험중 수평증기 분사 실험 (Test 17), 저운동량 증

기 분출 실험 (Test 9, 16), 응축 동반 저운동량 증기 분출 실험 (Test 9-bis) 

등 4개의 실험을 해석 대상으로 삼아 MARS 다차원 모델로 검증 계산을 수

행하 다. 이중 17번 실험은 Drywell 1의 하단부에서 수평방향으로 수증기를 

분사하는 실험이다. 증기는 413 K를 유지하며 65g/s의 유량으로 1.3 bar, 

381K로 초기화된 베셀에 보내진다. Test 17에 대한 해석은 2단계 과제기간 

중에 수행되었다. Test 16은 약 40 g/s의 증기유량을 분출하는 실험으로써, 

수평으로 분출되는 증기의 양에 따른 거동변화를 Test 17과 연계하여 분석하

는데 이용된다.

   3단계 과제기간 중에는 응축현상 유무에 따른 증기-공기 유동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Test 9와 Test 9-bis를 선정하여 MARS 코드의 다차원 유동 

해석능력과 응축현상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 다. 

가. MARS modeling

   아래의 그림 11은 전체 PANDA facility 중 MARS의 해석 domain으로 

포함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MARS 1D component와 새로 MARS 

2단계 추진과정에서 새로 개발된 multid component를 혼용하여 구성하 다 

[3]. 즉, 증기 주입구와 출구(vent out)는 기존의 1D pipe로 모델링하 고, 공

간 해석이 필요한 DW1, DW2, 그리고 IP 각각에 대해서는 다차원 해석용 

multid component를 이용하여 single junction으로 연결하 다. 

   Drywell의 형상은 수직한 원통형 베셀이다. Cartesian coordinate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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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성된 multid component는 그림 12에서 보이듯이 해석 domain 바깥

에 위치한 cell들을 무시하고 원통 공간에 포함되는 역만 해석 domain에 

포함시키도록 하 다. 

   Inter-connection Pipe(IP)도 Cartesian 격자를 이용하 으며 90
o
 휘어짐은 

무시하고 직선 형태로 구성하 다. 혼합물의 증기농도가 IP 내에서 분포하는 

양상을 보기위하여 일반적인 1D pipe를 이용하지 않고 상하부 두개의 격자

를 가지도록 하 다. 

그림 11 MARS calculation domain of PANDA

Drywell 1

(DW1)

Drywell 2

(DW2)

Domain of calculation: 
multid

nozzle

1.8 m

3.3 m

x

z

Domain of calculation: 
multid

nozzle

1.8 m

3.3 m

x

z

3

그림 12 DW1과 DW2 격자구조의 평면 예시

1

2

3

4

5
6
7

8

9

10

11

A B C D E F G H I J K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G



15

   Appendix B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증기 주입 파이프는 Drywell 내부로 

약 10 cm 가량 돌출되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돌출깊이(intrusion depth)는 

분출되는 증기가 베셀 공간 내에서 분포하는 양상에 많은 향을 끼친다. 따

라서 이러한 돌출깊이를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격자를 구성하 다. 또

한, 증기 주입 pipe의 직경에 맞추어 제트 주변의 노드 격자를 세 하게 구

성하 다. 

   최종적으로는 3415개의 multid volume으로 DW1, DW2, IP를 모델링하

고 이들 볼륨은 다차원적인 convection term이 포함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3 Multid component에 의해 구성된 PANDA vessel과 IP의 3차원 grid

Steam Injection

413 K

65 g/s @4.1sec

vent

Dry air 381K

   그림 13은 multid component로 구성된 베셀과 IP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Cartesian coordinate로 구성된 베셀의 edge에는 계산 domain에 포함되

지 않는 역이 존재한다. 수평으로 분사되는 증기 주입구 주변의 grid size

가 주변부 grid에 비해 조 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셀의 열수력적 내부 해석 볼륨 중 베셀벽면과 접촉하는 볼륨은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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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의 열구조체(heat structure)와 연계되어 열손실을 모의하도록 하 다. 전

체 PANDA vessel을 108 
o
C 상태로 유지하여 측정된 열손실은 전 표면에서 

총 8.0 kW에 달한다. 베셀 외부의 표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된 열손실 값 42.6 

W/m
2 
를 모든 열구조체에 적용하고, 초기 열구조체 온도를 381 K (108

o
C)로 

설정하 다. 

나. 초기조건과 경계조건

   아래의 표는 PANDA 실험 중 Test 17, Test16, Test9와 Test9-bis의 조건

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Test 17, 16, 9 는 베셀 바닥에서 1.8 m 높이에 

수평으로 설치된 증기 주입구에서 주입되는 증기의 유량에 따라 DW1과 

DW2의 증기 농도와 온도가 분포하는 양상을 보기 위한 실험들이다. 베셀의 

초기온도와 분출 증기의 온도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절되고 있다. Test 9 

와 Test 9 bis는 낮은 운동량을 가진 상태로 분사되는 증기유량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신 베셀 초기상태와 증기의 온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즉, 

1.3 bar 압력상태에서 벽면 응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증기 농도분포

가 주요한 해석 결과이다.

   상기한 실험 경우에서 측정된 베셀내부 초기온도는 MARS 해석의 진행에 

중요한 향을 끼친다. 베셀 벽면에 동일한 열손실 값을 인가한 상태이므로 

얼마간의 초기계산 진행 후 베셀 내부 온도의 equilibrium 상태를 도출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증기 분출 transient 계산을 시작할 때 이미 실험

에서 측정된 베셀 초기의 내부 온도 분포를 입력시켜 주는 방식을 취하 다.

   베셀 내 공기의 초기 온도 분포는 수직 중심축에 대하여 측정되어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입력되었다. 이 자료는 PSI에서 각 실험마다 제공하는 Quick 

Look Report에 수록되어 있다. 단, 베셀 내 측정 위치와 MARS grid의 중심 

좌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측정된 온도자료를 바탕으로 MARS 해석 볼륨의 

초기온도를 내삽(interpolation)하여 얻었다. 그림 14-17은 MARS 입력 온도와 

측정 온도를 비교한 것이다. 높이에 따라 동일한 높이의 해석볼륨은 모두 같

표 3 PANDA 실험의 조건[1.3bar 유지, 분출구 직경 156.3 mm]

Test
Temp.
(
o
C)

injection 
(g/s)

injec. Temp.
(
o
C)

비고

test 17 108 65.06 141.63

test 16 108 40.01 139.7

test 9 108 14.02 136.0

test 9bis 76 14.03 109.2 벽면 응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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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기온도로 설정되게 된다.

   Test 17과 Test 16, Test 9는 평균적인 초기공기온도의 값이 108 
o
C이다. 

각 경우의 수직방향 초기공기온도의 분포가 DW1과 DW2에서 약간씩의 차이

를 보이는 것은 실험 실험 준비과정에서 기인한 차이이며 해석상 크게 고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4 Test17의 DW1과 DW2 수직방향 초기 공기온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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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Test16의 DW1과 DW2 수직방향 초기 공기온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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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est9의 DW1과 DW2 수직방향 초기 공기온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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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est9bis의 DW1과 DW2 수직방향 초기 공기온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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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9 case는 온도분포의 평균값이 108 
o
C 이고 Test9 bis case는 76 

o
C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베셀 중심 4m 높이 이하의 역에서 초기 공기온도 

분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est case 모두 DW1의 injection pipe를  통해 주입된 증기가 IP와 DW2

를 통해 DW2 상부에 연결된 vent pipe로 배출된다. 배출구 후단 공간은 1.0 

bar의 상압과 상온을 유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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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NDA 해석 결과

   PANDA 실험과 MARS 해석의 결과는 아래 그림의 V1, V2 선상에서 

profile을 통해 비교하 다. 이외에도 DW2의 vent pipe에서도 증기 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증기농도의 단위는 mole fraction을 사용하며, 각 볼륨

의 partial pressure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mole fraction = 
Ps
Pt (1)

이때, Ps는 증기의 분압[Pa], Pt는 정압[Pa]을 표시한다. 정압은 증기의 분압

과 공기의 분압( Pa)의 합이다. 

그림 18 실험과 계산 결과 비교 profile의 위치

DW1 DW2

1813

4000Ø

8
0
0
0

2836

V1 V2V3

IP

:history measure point

   실험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중에 증기가 주입됨으로서 생성

되는 혼합물의 물성치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는 일종의 비응축성 개스

로써 이상기체 방정식을 따르고, 증기는 MARS 옵션상 'h2onew' 에 해당하

는 물성치를 사용하 다. 



20

가. Test9 & 9bis

   Test9 와 Test9 bis는 응축현상 유무에 의한 공간 유동중인 증기의 확산과 

성층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험과 해석결과의 주요한 비교 인자는 

V1, V2의 증기 농도, vent 에서의 증기농도 변화, V3 point 에서의 증기농도 

변화 등이다.  

   그림 19는 전체 실험 기간 중 응축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Test 9의 DW1 

내부 증기농도 profile이다. 베셀 중심(center)에서 수직방향으로 profile을 얻

어 내었다. 초기 베셀 내부의 공기는 완전 건조 상태로써 증기 농도는 0이다. 

계산 시작 후 injection line (~1.8m) 이상의 높이에서 증기농도는 급격히 상

승하고 있으나, injection line 이하에서의 증기농도 증가는 미미하다. 실험값

과 계산 값의 차이는 각 시간대 마다 약 0.05 정도 나타나고 있다. 5500초에

서 측정된 증기농도의 실험값은 베셀 내부 유동이 발달하면서 변동

(fluctuation)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m 높이에서 관찰되는 증기농도의 증

가는 실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 Test 9 의 DW1 증기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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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은 Test9 bis의 DW1 베셀 내 증기농도 profile이다. 2900초에서 

비교된 측정값과 계산결과는 Test 9의 경우와 흡사한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000 초에서 비교된 profile을 보면 실험과 계산 결과 모두 베

셀 하부의 증기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있다. 초기 조건으로 입력된 베셀 내부 

공기 온도가 하부에서 매우 낮은 값을 가지고 있었고 일정한 값의 열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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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가되어 있으므로 베셀 하부에서 계속적인 응축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부에서 응축현상이 발생하면 증기분압 감소로 인해 전체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압력 차이에 의한 증기-공기 혼합물의 확산이 가속된

다. 이때, 응축으로 인해 액상으로 변화하지 못한 증기는 증기 분압을 상승시

키는 역할을 한다. 

   벽면 응축에 의해 하부에 집중된 응축수는 capillary tube에 의해 베셀 외

부로 토출되어 지는데, PANDA 실험에서는 이 양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림 20 Test 9bis DW1 증기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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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 21는 MARS 계산결과 얻어진 DW2 내부 수직 V2 선상의 

증기농도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이다. 증기가 직접 분사되는 공간인 DW1과 

달리, DW2에서는 IP를 통한 증기의 전달이 농도분포에 크게 향을 끼치게 

된다. IP를 통해 전달된 증기의 응축현상 유무에 따라 하부공간의 증기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MARS 코드는 농도차이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벽면응축이 있는 경우인 그림 22를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공간 하부

의 증기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공기-증기의 유동현상에 의해 

하부의 공간으로 유입되는 증기-공기의 양이 MARS에 의해 정성적으로 적절

히 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의 손실은 벽면에 접한 해석 볼륨의 온도와 벽면온도의 차이에 의해 결

정된다. 실제 실험에서는 베셀하부의 온도가 낮으므로 외부와의 온도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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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고, 따라서 베셀 하부 벽면을 통한 열손실도 상부보다 작게 나타난다. 

반면 계산에서는 벽면을 통한 열손실을 균일하게 설정하여 하부에서 손실되

는 열의 양이 실제 상태보다 과도하게 계산되고 있다. 

    

그림 21 Test 9의 DW2 증기농도 비교

        

그림 22 Test 9 bis의 DW2 증기농도 비교

        

   아래의 그림 23은 두 실험 경우의 배출구에서 측정한 혼합물의 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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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이 수반된 Test 9 bis에서는 실험과 계산결과 모두 약 2800초에서 배출구 

유량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증기 분출에 따른 상변화 현상 등이 

수반되지 않는 test 9의 경우에는 초기 분출 후 형성된 vent flow의 유량이 

실험 지속시간 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23 응축현상 유무에 따른 배출구의 혼합물 유량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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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9 bis의 배출 유량 감소 경향은 약 1500초 정도 지속되고 있으며 

MARS 해석 결과는 응축 개시 후 과도상태가 종료되는 4500초 시점에서 약

간의 유량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 벽면 응축으로 유발된 열적 과도 

상태가 끝나고 응축 현상 자체도 인접 볼륨과의 equilibrium을 형성하면 

vent flow가 0.005 m3/s에서 유지된다. 응축이 수반되지 않은 Test 9의 경우

에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공통적으로 0.018 m
3
/s 의 부피 유량 값을 나타내

고 있다. 

   다음 그림 24는 배출구의 증기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응축현상이 없는 

Test 9의 경우, 배출 혼합물의 증기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응축

현상이 수반된 Test9bis의 경우에는 3000초 이후에 배출 혼합물의 증기농도 

상승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실험과 MARS 해석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림이 전체 혼합물의 유량 변화를 표시한 반면 

이 그림은 혼합물 내의 증기 농도를 비교하 다. 그러므로 베셀 내부의 벽면 

응축 현상이 위 그림에서 보이는 vent flow 감소 현상의 원인임을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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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확인 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DW2 vent에서의 혼합물 증기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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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est 17, Test 16, & Test 9

   아래 그림은 Test 17 모의계산 결과 중 DW1의 수직 중심축방향의 혼합기

체 온도이다. 실험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500초까지 온도 상승이 지속

적으로 계속되고, 이후 2000초까지의 온도상승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러

나 MARS 계산 결과는 500초까지 온도상승이 미미하며 이후 2000초 까지 증

가하 다. Test 17은 분출되는 증기의 운동량이 매우 큰 실험으로써 증기제트

의 형상예측이 온도 분포의 예측 성능에 직접적으로 향을 끼친다. 

   현재 MARS에 사용된 증기제트 부분의 grid length scale은 0.153 m 를 

최저로 하여 증기제트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커지며 최종적으로는 2.0m에 

이르는 length-scale을 쓰고 있다. 특히, 증기제트를 0.153 m의 단일 grid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분출류의 속도 profile을 상세히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의 conservation 효과, 또는 제트 plume의 형상 유지 효과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system 코드로써 계산 node 수의 제한을 수반하는 MARS 코드로

서는 약 190 m
3
에 달하는 PANDA 베셀을 가능한 상세히 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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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alization을 채택하 으나 증기 제트 plume 형상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보

이고 있으며, 그 결과 DW1 베셀내의 증기 분포 상황이 실험과 부합하지 않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 Test 17에서 DW1 베셀 중심의 수직방향 온도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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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Test 17과 16의 3.6m 높이 수평방향 온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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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 26은 증기 제트 plume 예측 능력의 한계를 더욱 명확히 보여

주는 그림이다. 즉, 베셀의 3.6 m 높이에서 베셀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상에서 

측정된 혼합기체 온도를 MARS 계산 결과와 비교한 값이다. 

   Test17은 분출 후 70초 시점에서, 그리고 test 16은 분출 후 100초 경과 시

점에서 얻어진 값을 기준으로 하 다. 여기서 혼합기체의 온도가 높게 측정

된 부분이 실험에서 증기의 plume이 지나가고 있는 위치이다. 

   MARS 계산 결과는 Test 17과 test 16 모두에서 증기 제트 중심이 실험보

다 앞서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수평으로 분출된 증기가 수평 방향의 모멘텀

을 잃고 부력에 의해 상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위치가 앞서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계산에서는 증기 제트의 수평방향 운동량이 빠르게 잠식되어 부력의 

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27은 위 그림과 같은 수평 중심선상의 혼합기체 온도를 test 

9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Test 9에서 증기 분출 후 200초 시점의 DW1 

3.6m 높이에서 측정된 수평방향 혼합기체 온도와 MARS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증기 자체의 수평방향 모멘텀이 애초에 미미하므로 실험에서도 븡기 

분출구와 0.4 m 떨어진 지점에서 부력에 의한 증기 plume의 상승이 관찰되

고 있다. MARS는 수평방향으로 두 번째 node에서 최고의 혼합기체 온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제트 plume의 위치 오차는 약 0.2 m에 그치고 있다. 

그림 27 Test 9의 3.6m 높이 수평방향 온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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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상과 같이 MARS 코드의 다차원 component를 이용한 PANDA 실험 

해석결과, 해석 격자 크기를 최소 10
-1
 오더(order)로 기존 상업적 코드에 비

해 매우 크게 설정하여도 비교적 타당한 증기농도 해석 능력을 보여주고 있

다. 2단계 과제 진행 중에 해석된 Test 17과 16의 경우, DW1의 온도분포가 

실험과 크게 차이 나고 있는 것은, 분출되는 증기의 운동량이 격자 크기에 

의해 수치적으로 보존되기 힘들고 따라서 증기-공기 혼합기체의 유동 방향이 

잘 예측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Test9와 Test9 bis 경우는 분출되는 증기의 운

동량은 작고, 대류에 의해 베셀 내에 축적되는 증기의 응축현상 유무에 따른 

IP와 DW1, DW2의 증기 분포를 주요 실험과 해석대상으로 하 다. 증기의 

운동량이 타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MARS를 이용한 계산과 비교

적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DW2 상부에 위치한 vent에서 

예측된 혼합기체의 증기농도는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한다.

   PANDA 실험 장치는 다중 격벽으로 구성되어, 증기-공기 혼합물의 공간 

내 분포를 실험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실험으로 측정된 증기-

공기 혼합기체의 온도와 증기농도 분포 데이터는 PWR 격납건물의 내부에서, 

LOCA 사고 시 예상되는 대량의 증기 분출과 이로 인한 격실 간 증기-공기  

혼합물의 이동, 수소 발생과 수소 이동, 축적 현상 등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 코드의 검증계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MARS는 시스템 코드로서 개

발되어 여타 상업적 CFD code보다 매우 큰 격자 크기만을 허용하는 제한을 

가지고 있으나, 다중격자구조의 공간 내 증기-공기 혼합물의 이동 현상을 비

교적 잘 예측하고 있다. 본 검증계산에서 확인된 MARS의 성능과 수치적 제

약점을 잘 활용한다면 차세대 component code, 또는 격납건물 해석 코드 등

의 개발에 큰 기술적 도움이 될 것이다.

후    기

   본 보고서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중장기 사업의 ‘최적 통합안전해

석 코드 개발 및 평가’과제에서 수행된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로써 발간되었다. 

PANDA 장치를 활용한 실험과 운 에 OECD/NEA의 officer인 Mr. Jean 

Gouvain과 PSI의 책임자인 Dr. Jorg Dreier의 노고가 있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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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1 Introduction 
 

The contents of the appendix A is for SETH PANDA test facility descriptions. 

2 Dry-Well Vessels 

2.1 Geometrical Data 
 
The dry-well consists of two large cylindrical vessels of an inner height of 
~8.0 m and an inner volume of 89.9 m3. Each of the two vessels is fabricated 
of four sections of stainless steel (DIN 1.4571). Two pipe-like sections with 
different wall thickness are in the middle of each vessel and two curved 
closures at the bottom and at the top. The elevation of the inside bottom of the 
dry-well vessels is 11.7 m above the building floor (reference level). The two 
dry-well vessel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y a large diameter connection 
pipe with an outer diameter of 1 m. 
The main dimensions of the four sections of each of the two vessels are 
summarised in Table 2.1. 
 

 
 

Height 
[mm] 

Inner 
Diam. 
[mm] 

Wall 
Thickness 

[mm] 

Inner 
Volume 

[m3] 

Inner 
Area 
[m2] 

Vessel:   
Bottom Head 1069 3957 21.5 8.91 17.85 
Section 1 3000 3961 19.5 36.96 37.33 
Section 2 2850 3964 18 35.17 35.49 
Top Head 1077 3960 20 8.87 17.82 
Total Vessel 7996 - - 89.91 108.49 
   
Connecting Pipe:     
Length  5175 928 36 3.50 15.09 
     
Total (2 Vessels + Connecting Pipe): 183.3 232.1 

Table 2.1: Wall-thickness, wetted area and volume of different sections of the 
dry-well including the connecting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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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ailed geometry of the dry-well bottom and top head are schematically 
shown in Figure 2.1 and the corresponding numbers are summarised in Table 
2.2. 

 
Figure 2.1: Schematic of the top and bottom head of the dry-well. 

 

 Bottom 
Head 

Top 
Head

Outside diameter: Da [mm] 4000 4000

Wall thickness: sR [mm] 21.5 20.0

Large curvature radius: Ri [mm] 3200 3200

Opening angle large curvature: ß [°] 31.82 31.86

Small curvature radius: ri [mm] 616 616

Height cylindrical part: h1 [mm] 64.5 60

Height curved part: h2 [mm] 1004.5 1005

Inner height: Hi [mm] 1069 1077

Table 2.2: Characteristic numbers of the top and bottom head of the dry-well. 

The information therein included refers to the situation before the 
modifications for the SETH project. Due to the interest to remove the lar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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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which could act as flow hindrances, the platforms inside the two 
dry-well vessels have been removed.  

There are a lot of penetrations and flanges that in general project into the dry-
well vessel. In Tables 2.4 and 2.5 all the existing penetrations including their 
main characteristics and locations are listed for dry-well 1 and dry-well 2, 
respectively.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elevations given in 
Tables 2.4 and 2.5 are referred to the building floor (reference elevation). The 
vertical positions of the axes of the penetrations with respect to the inside 
bottom of the dry-wells are thus obtained by subtracting the elevation of the 
dry-wells, which is 11’700 mm.  

 
The angles α and β that, respectively, provide the azimuthal and vertical 
orientation, are defined in Fig. 2.2 

A large flange is located at the top of the middle section of the connecting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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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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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dentification 
number 
(Attachment 3) 

Quantity  
(both dry-wells) 

Designation 
(German) 

20 8 Gitter 

27 8 Rohr 

28 8 Verstärkung 

29 16 Verstärkung  

32 2 Leiter 

33 50 Befestigung 

34 16 Schraube 

35 16 Mutter 

Table 2.3: Items no longer installed in the dry-well vessels 

 

2.2 Material Properties 

All vessels have been fabricated by stainless steel DIN 1.4571, the properties 
of which are given in the following: 

Density at 20°C: 7950 kg / m3 

Specific Heat at 20°C: 500 J / kg K 

Thermal Conductivity: 
Temperature [°C] 0 100 200 300 
Conductivity [W / m K] 13.0 14.7 16.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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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f. 

Draw.

 
Nom. 
Diam. 

Design
Elevat.
[mm] 

As-Built
Elevat.
[mm] 

Azim. 
Orient.

α [°] 

Vert. 
Orient. 

β [°] 

Outer 
Diam. 
[mm] 

Inner 
Diam.
[mm] 

 
 
Remark, Former Use / Designation 

400 [2] 1000 15000 15014 125 - 1000 928 Large dry-well connection pipe 
401 [5] 1000 - - - Top: 0 1050 980 Top access flange 
410 [4] 700 15000 15014 0 - 784 700 Man hole 
420 [2] 150 14880 14895 45 - 200 160 Vacuum breaker line 1 
430 [2] 100 - - - Bott.: 0 114.3 105.3 Drain line 
431 [2] 100 - - 150 Bott.: 25 114.3 105.3 Auxiliary water line 
432 [2] 100 13500 13513 135 - 132 106 Main vent line 1 
433 [2] 150 13500 13513 315 - 203 156 Main steam line 1 
434 [2] 150 12600 - 1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1 
435 [2] 150 14800 - 1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2 
436 [2] 150 15500 - 1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3 
437 [2] 150 18170 - 1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4 
438 [2] 150 18475 - 1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5 
439 [2] 100 - - 180 Top: 25 114.3 105.3 Auxiliary gas, vent line 
440 [2] 80 13500 - 45 - 112 80 Auxiliary steam supply line 
450 [2] 80 - 19417 124 Top: 25 88.9 82.8 PCC1 supply line 
451 [2] 80 - 19415 56 Top: 25 88.9 82.8 Reserve 
452 [2] 80 17800 90 - 112 80 Pressure equalization line 
460 [2] G½” - 19924 30 Top: 15 32 16 Pressure tap 1 
461 [2] G½” 13500 13514 30 - 32 16 Pressure tap 2 
462 [2] G½” - 11702 30 Bott.: 5 32 16 Pressure tap 3 

Table 2.4: Characteristics of penetrations/flanges of dry-wel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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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f. 

Draw.

 
Nom. 
Diam. 

Design
Elevat.
[mm] 

As-Built
Elevat.
[mm] 

Azim. 
Orient.

α [°] 

Vert. 
Orient. 

β [°] 

Outer 
Diam. 
[mm] 

Inner 
Diam.
[mm] 

 
 
Remark, Former Use / Designation 

500 [2] 1000 15000 15002 235 - 1000 928 Large dry-well connection pipe 
501 [5] 1000 - - - Top: 0 1050 980 Top access flange 
510 [4] 700 15000 15012 0 - 784 700 Man hole 
520 [2] 150 14880 14889 315 - 200 160 Vacuum breaker line 2 
530 [2] 100 - - - Bott.: 0 114.3 105.3 Drain line 
531 [2] 100 - - 210 Bott.: 25 114.3 105.3 Auxiliary water line 
532 [2] 100 13500 13503 225 - 132 106 Main vent line 2 
533 [2] 150 13500 13512 45 - 203 156 Main steam line 1 
534 [2] 150 12600 - 34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1 
535 [2] 150 14800 - 34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2 
536 [2] 150 15500 - 34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3 
537 [2] 150 18170 - 34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4 
538 [2] 150 18475 - 345 - 200 160 Measurement flange 5 
539 [2] 100 - - 180 Top: 25 114.3 105.3 Auxiliary gas. Vent line 
540 [2] 80 13500 - 315 - 112 80 Auxiliary steam supply line 
550 [2] 80 - 19396 236 Top: 25 88.9 82.8 PCC2 supply line 
551 [2] 80 - 19405 304 Top: 25 88.9 82.8 PCC3 supply line 
552 [2] 80 17800 - 270 - 112 80 Pressure equalization line 
560 [2] G½” - 19919 330 Top: 15 32 16 Pressure tap 1 
561 [2] G½” 13500 13510 330 - 32 16 Pressure tap 2 
562 [2] G½” - 11691 330 Bott.: 5 32 16 Pressure tap 3 

Table 2.5: Characteristics of penetrations/flanges of dry-wel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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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nsulation 

The PANDA vessels have been carefully insulated using rock-wool mats (Rock-
wool 133 Insulation mat, aluminium laminated and fibre glass reinforced). 
Except the RPV vessel, which has three layers of rock wool each 100 mm thick, 
all other vessels and the large diameter connecting pipes have two layers of 
rock-wool each 100 mm thick. The thermal conductivit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s presented in Figure 2.3, and the density and the specific heat of 
the insulation material are: 

Density: 40 kg / m3 

Specific Heat: 3.04 kJ / kg K 

 

 
Figure 2.3: Thermal conductivity of rock-wool 133 as used for vessel insula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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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eat Losses 

The heat losses of the PANDA vessels have been experimentally determined 
by heating up the facility with steam to about 0.4 Mpa and 413 K and by 
measuring the cool-down of the system, which lasted about 2.5 days. The 
result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heat losses in the different vessels are 
summarised in Table 2.6. In this table, only one value is given for the various 
vessels and vessel pairs, in particular for the dry-well (two vessels and one 
connection lin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heat losses of the different adjacent 
system and auxiliary lines are included in these measurements. However, their 
contribution to the determined heat losses is rather small. 
 

Temp. 
[K] 

Qloss,RPV 
[kW] 

Qloss,DW 
[kW] 

Qloss,WW 
[kW] 

Qloss,GDCS 
[kW] 

Qloss,tot 
[kW] 

363 1.92 6.69 9.04 1.24 18.89 
373 2.64 7.69 10.08 1.55 21.96 

383 3.44 9.16 12.22 1.90 26.72 

388 3.85 10.07 13.68 2.08 29.68 

393 4.25 11.09 15.38 2.27 32.99 

398 4.63 12.22 17.30 2.48 36.63 

403 5.00 13.44 19.38 2.69 40.51 

413 5.66 16.15 23.83 3.14 48.78 

Table 2.6: Heat losses of the different vessels as a function of fluid temperature. 
 
It has to be noted that due to the additional heat losses through flanges and 
man hole, and thermal energy storage capability in the structures that support 
the vessels, calculating the total heat transferred assuming only conduction 
through metallic structures and insulation will lead to a certain underestimation 
of the total heat losses compared to the values given in Tab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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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ping 

In this section, the general information on the pipes, materials and insulation, as 
well as specific information on the piping layout for the various tests series are 
given 

3.1 Specific Information for the various test series 

In this sec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injection line and vent for the various test 
series is presented. The details of specific design features are also described.    

3.1.1 Near Wall plumes – Low elevation injection 
 

Inlet 

For these tests the injection will be from the Main Steam Line nozzle of DW1 
(flange 433 in Table 2.3). The main features of the nozzle are: 

Elevation of the axis: hi=13’513 mm (1’813 mm above the inside bottom of the 
vessel) 

Azimuthal orientation α = 315 [°] (at 10° from the centreline of the connecting 
pipe)  

Penetration inside dry-well 1 pi = 100 mm 

Outer diameter do,I= 203 mm 

Inner diameter di,i = 156 mm1 

The schematic of the injection pipe outside dry-well 1 is illustrated in Fig.  3.1. 
The section of the line relevant for the analyses is that between the exit section 
(inside the dry-well) and the closest fitting (a 45o elbow, downstream of the Tee  

                                                 

1 The actual diameter of the end-section of the pipe, as recently measured. The thickness of the 
pipe is thus 23.5 mm instead of 20 mm given in Table 2.4 and shown in th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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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s of the injection pipe (The section of the injection pipe 
that is shown is on the same horizontal plane). 

junction, the side branch of which is used for the venting of the steam during the 
preconditioning phase). This section includes the nozzle extension, the flange, 
the valve and the pipe section downstream of the bend. The relevant 
dimensions for the analysis are: 

L1 =1.5 m 
L2 = 1.92 m 
L3 = 0.234 m 

The valve will be a ball-valve, the flow area of which, in the full-open position, 
will be almost equal to that of the attached pipeline: 

dp = 163.1 mm 
dV = 152 mm 
di,i = 156 mm 

 

L3 
d p

 

d V
 

d i
,i 

pi 

L1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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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inor change in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line occurs in this section, 
the geometry of the injection will be practically the same as that of a straight 
pipe having a length of 1.92 m and constant diameter. 

 
Outlet 

The fluid will be vented to the atmosphere through flange 539  at the top of dry-
well 2. 

3.2 Material properties 

All lines outside the vessel are fabricated by stainless steel DIN 1.4571, the 
properties of which have been given in section 2.2.  

For the near-wall plume tests with injection at low elevation, no additional 
information is needed. In fact, the additional heat storage in the valve case 
cannot be determined precisely, and its influence on the temperature of the 
injected fluid is negligible.  

For other tests, the properties of the internal lines used will be given in the 
following revisions. 

3.3 Insulation 

As regards the near-wall tests with low-elevation injection, the only heat losses 
in the lines are those in the short section downstream of the ball valve. As its 
length (approximately 0.3 m) is nearly completely embedded in the insulation of 
dry-well 1 (0.2 m) the details of its insulation are not necessary. 

For other tests, the details of the insulation (if used) will be given in the following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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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cations of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measurements   

In this section the positions of the thermocouples and the capillaries relevant for 
the low-elevation, near-wall plume tests (including tests 17 and 9, which will be 
the first two to be performed) are given. The complete information on the 
instrumentation used for the experiments will be included in subsequent 
revisions. 

The general layout of the instrumentation for measuring temperature and gas 
concentrations is design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s for the entire set 
of 24 tests included in the SETH test programme. Some of the locations 
indicated in this section could still be modified for tests performed later in the 
programme, depending on a number of considerations. The positions of the 
measurements for the low-elevation, near-wall plume tests simulated, however, 
have been “frozen”. 

In general, for the near-wall plume tests series, the locations of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measurements have been defin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pected flow structures in the two dry-wells and the stratification in the two 
vessels and in the interconnecting pipe. Therefore, the instrumentation layout in 
dry-well 1 is designed to capture the plume or a bent jet issuing from the 
injection pipe, whereas the layout in dry-well 2 is design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lume emerging from the interconnecting pipe.  
Figure 4.1 shows the measurement locations in the vertical plane of dry-well 1 
that include the axis of the vessel and the axis of the injection pipe (315o-135 o). 
Figure 4.2 shows the measurement locations in the vertical plane of dry-well 2 
that include the axis of the vessel and the axis of the interconnecting pipe (235o-
55o). It can be noted that sensors are installed at a number of elevations, 
indicated by Latin letters, from A to U.  In the figures, dots represent 
thermocouples, whereas stars represent positions where both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are located.  

As regards the layout of the instrumentation in the horizontal, cross-sectional 
planes (Figs. 4.3 to 4.5), a number of locations have been defined, which are 
identified by Arabic numbers, from 1 to 67 for both dry-wells (the same number 
indicating the same position with respect to horizontal angle and distance from 
the axis of the vessel). It can be remarked that, with the exception of elevation 
L, all measurement points of interest for the tests considered here are in the 
vertical planes defined above (see, for instance, the cross-sectional plan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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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s D and H in Figs. 4.3 and 4.4, respectively). 2  At all elevations,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s will be thus measured along 
horizontal lines (diameters) that lay on those central symmetry planes. These 
diameters (x=0 in the coordinate system defined in Fig. 2.2) will be referred to 
as “Central” lines. At elevation L (Fig. 4.5 show the positions of the 
instrumentation in the cross-sectional plane at this elevation), in addition to the 
“central” one, two parallel lines of thermocouples are installed in both vessels 
on either side of the central line. These arrays of thermocouples (referred to as 
“Left” and “Right” lines, corresponding to chords having coordinate x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ively) aim at possibly capturing the lateral displacement of 
the jets  (plume) with respect to the axis of the injection pipe in dry-well 1 and of 
the plume rising in dry-wells 2 with respect to the axis of the interconnecting 
pipe, respectively.  

As concerns specifically concentration measurements, a larger number of 
capillaries have been installed than those that can be simultaneously used3 in 
the same test. In addition to measurements in the inlet and outlet lines, and in 
the interconnecting pipe, 12 and 13 concentration measurements will be made 
in all tests for DW1 and DW2, respectively. Additionally, depending on the test, 
up to 3 out of 10 additional capillaries in DW1 and 2 out of 4 in DW2 will be 
used, respectively. The “base” capillaries are marked in green in the figures, 
whereas the “additional” ports are marked in yellow (two out of the four 
additional ports in DW2 are not in the vertical plane that includes the axis of the 
vessel, see Fig. 4.5). Figures 4.4 and 4.5 show the additional locations chosen 
for Test 17 (red) only, Test 9 only (blue), and for both tests (marked in green, 
like the base ports), respectively.   

Figure 4.6 (not to scale) shows the locations of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measurements in the vertical plane that represents the projection of the middle 
plane of the curved pipe.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s are measured at 
the two ends of the pipe, as well as in the central plane. Moreover, as there is 
the suspect that the presence of a local obstruction (penetration of Flange 840) 
could disturb the measurements (the uppermost two at least), and is expected 
that the curvature of the pipe will produce a 3-D distribution of the gas in the 
middle section of the pipe, the concentration measurements will be made at the 
end of the straight section of the pipe close to DW1 (line X-X in Fig. 4.6).  
Thermocouples will also be installed along the same line at the same position. 
 
 
                                                 

2 The measurement locations along the wall of DW1 (at a distance of about 30 mm and included 
in a sector between 25 o and 245o), also shown in Figs. 4.3 and 4.4, will be needed for the 
horizontal (impinging) jet test series. 

3 The maximum number of channels connected to the Mass Spectrometer per test (number of 
available ports) is 38. 



 

 43

 
 
 
 
 
 
 
 
 
 
 
 
 
 
 
 
 
 
 
 
 
 
 
 
 
 
 
 
 
 
 
 
 
 
 
 
 
 
 
 
 
 
 
 
 
Figure 4.1: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dry-well 1 (for al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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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dry-well 2 (for all tests) 

Fluid TC and sampl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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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the two dry-wells at Level D (6’276 mm above inside bottom of the dry-wells) for 
Tests 17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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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the two dry-wells at Level H (4’976 mm above inside bottom of the dry-wells) for 
Tests 17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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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the two dry-wells at Level L (3’676 mm above inside bottom of the dry-wells) for 
Tests 17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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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Positions of thermocouples and sampling lines in the interconnecting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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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GOTHIC Mesh of 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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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RS code with the main objective of producing a state-of-the-art realistic thermal 

hydraulic systems analysis code with multi-dimensional analysis capability. MARS achieves 

this objective by integrating the one dimensional RELAP5/MOD3 with the multi-dimensional 

COBRA-TF codes. The method of integration of the two codes is based on the dynamic 

link library techniques, and the system pressure equation matrices of both codes are 

implicitly integrated and solv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the Equation-Of-State (EOS) for 

the light water was unified by replacing the EOS of COBRA-TF by that of the RELAP5.  

In addition, the multi-D module component has been developed to meet the expand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capability of MARS. Participating in OECD-SETH, MARS 

provides and undergoes the assess procedure of comercial CFD codes, like FLUENT, CFX, 

etc. 

During the participation, MARS has been used to provide the system code results, which is 

made with the intermediate length scale, restricted analysis volume numbers. With these 

restrictions and shortcomings, MARS predicts well about the steam concentration distribution 

and mixture temperature in the large multi-comparted bulk spaces. 

After the SETH project, NEA has planned the SETH II, which deals with the multiple 

non-condensible gas stratification and mixing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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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SETH, PANDA, gas mixing, stratification, multi-compartment space, 

multi-dimen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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