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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냉중성자원 연구 시설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약 22K의 감속재로 감속시

켜 0.1~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를 생산하는 시설로 이러한 냉중성자는 

재료, 구조 및 생명 공학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하나로에서는 이러한 냉중성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계통의 과제가 진행 중이며, 

열중성자를 냉중성자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극저온 헬륨

냉동기를 구매하여 이에 대한 상세설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냉동기는 크게 헬륨

압축기와 냉동박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위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기 위해서는 요구조

건에 맞는 냉각수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위 냉동기에 공급되는 냉

각수 계통의 설계 기준, 설계 계산 및 상세설계 관련 사항을 기술하여 차후 냉각수 계통의 

구매 및 설치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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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NS(Cold Neutron Sourc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as the partial 

project of the reactor utilization R&D government enterprise since 2003. A cold neutron has 

lower energy of 5 MeV and its wave length has 4∼20A. Therefore, in the advantage of lower 

energy and long wave length, it can be used with the essential too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protein, amino-acid, DNA, super lightweight composite and advanced materials in 

the filed of high technology. 

To make cold neutron, a cryogenic refrigerator is necessary to transform moderator into 

cryogenic state so, thermal neutron is changed into cold neutron through heat transfer with 

moderator. A cryogenic refrigerator mainly consists of two apparatus, a helium compressor and 

a coldbox which needs supply of cooling water. Therefore, cooling water system is essential to 

operate a cryogenic refrigerator normally.     

This report is mainly focused on the detailed design of the cooling water system for the 

HANARO cold neutron source, and describes design requirement, calculation, specification of 

equipment and water trea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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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각수계통의 설계기준 
  

냉각수계통은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기동 및 정상운전시 헬륨냉동계통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이다. 헬륨냉동계통에서 냉각수를 요하는 

기기는 크게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로 헬륨압축기는 부속기기동 1층에 설치되고, 

냉동박스는 원자로실내의 CNS 기기실 3층에 (일명 CNS 공정실) 설치될 예정이다. 

헬륨냉동계통에서 요구하는 수질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1차 계통과 2차 계통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1차 계통에서는 요구수질에 맞는 냉각수를 이용하여 헬륨냉동계통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2차 계통에서는 1차계통의 열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1 냉각수계통의 구성 
 

냉각수 계통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계통과 2차 계통으로 구분된다. 1차 계통은 

헬륨냉동계통의 기기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00% 

용량의 1차 냉각펌프 2대, 순수 팽창탱크 , 관련 밸브 및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계통은 `1차 계통의 열을 제거하기 위해 열교환기, 100% 용량의 2차 냉각펌프 2대, 그리고 

냉각탑 및 수질관리를 위한 냉각수 여과설비 및 화학약품 주입 설비로 구성된다. 

  

1.2 설계기준 
 

냉각수 계통과 관련한 각종 기기 및 설비들은 원자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자로실이 아닌 부속기기동에 설치되므로 비안전등급(Non Nuclear Safety), 품질등급 S 

및 비내진등급으로 설계되었다. 계통의 설계수명은 40 년 이상이며, 1 차측의 냉각수는 

기존시설에서 공급한 순수를 사용하고, 2 차측의 냉각수는 기존시설의 용수를 이용한다. 

계통내 설계압력은 최대 1 MPa(a) 이고 설계온도 0~45℃ 이다. 1 차 측의 냉각수는 

최초에는 하나로의 순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헬륨압축기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pH 및 전기전도도를 맞추기 위해서 순수에 화학약품을 추가하여 요구수질을 맞추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1.3 냉각수 소요량 
 

냉각수계통에서 사용되는 냉각수 소요량은 1 차 계통과 2 차 계통으로 분류되며 1 차 

계통은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에서 요구되는 소요량을 계산하였고, 2 차 계통에서 요구되는 

소요량은 1 차 계통의 발열량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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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냉각수 소요량 

소요처 예상 소모량 온도차 

헬륨압축기 7.23 kg/s 8 ℃ 

냉동박스 0.434 kg/s 10 ℃ 

2 차 계통 14.922 kg/s 5 ℃ 

 

 

1.4 냉각수계통의 공정흐름 
 

냉각수계통의 배관계장도(P&I diagram)는 3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차 계통, 2차 

계통 그리고 화학약품 주입 및 냉각수 여과기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배관계장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4.1 HAN-CNS-710-MC-H001 
 

위 배관계장도는 2차 계통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냉각수계통 배관계장도(HAN-CNS-710-MC-H001) 

 

위 그림에서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것이 3개의 셀로 구성된 냉각탑이고, 1차 계통과 

열교환을 하여 온도가 상승한 2차 냉각수는 냉각탑 상부로 이동하여 냉각탑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하강한다. 32℃로 온도가 하강된 2차 냉각수는 2차 냉각펌프를 통하여 열교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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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데 냉각펌프는 100% 용량의 2대로 1대만 정상운전시 사용하고 나머지 한대는 

예비용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열교환기를 통과하고 난 후의 냉각수는 온도가 37℃까지 

상승하고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라인을 따라 냉각탑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중간에 

화학약품 주입라인이 연결되어 있어 부식 및 스케일 방지제가 첨가된다.  

냉각탑 하부에는 2차 계통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체 순환수량의 2% 가 냉각수 

여과설비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냉각수 여과설비는 2차 계통의 냉각수내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며, 이를 통해 농축도를 10 이상으로 유지하여 취출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 아래쪽에는 기존의 용수라인을 통해서 2차 계통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냉각탑은 3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셀은 고속/저속으로 운전가능한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다. 냉각팬의 운전은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며, 자동운전시 

냉각탑의 출구온도가 32℃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제어논리가 구성되어 있다. 냉각팬에는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동측정기가 부착되며 진동값은 실시간으로 제어실에 

전달된다. 만약 측정된 진동값이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하고 냉각팬은 

정지한다. 또한, 냉각탑의 동절기 운전시 냉각탑 하부수조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방지 히터가 설치되어 냉각수 온도가 4℃ 이하로 저하될 경우 자동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4.2 HAN-CNS-710-MC-H002 

  

그림 1.2 냉각수계통 배관계장도(HAN-CNS-710-MC-H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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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 왼편에 보이는 기기가 열교환기인데 이를 기준으로 1차 계통과 2차 계통으로 

분류된다. 열교환기 왼편은 첫 번째 배관계장도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열교환기 우측이 

실제 1차 계통을 나타낸다. 열교환기를 통과하여 33℃가 된 냉각수는 1차 냉각펌프를 

통과하여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1차 냉각펌프도 2차 냉각펌프와 

마찬가지로 100% 용량의 2대로 구성되어 있고 운전 중 한대만을 기동하고 나머지 한대는 

예비용으로 설계하였다.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를 통과한 냉각수는 온도가 38℃로 상승하고 

열교환기를 거쳐 다시 33℃로 냉각된다.  

1차 냉각펌프 전단에 순수팽창탱크가 설치되어 온도변화에 따른 냉각수량의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하나로의 순수는 순수팽창탱크 전단을 통해서 주입하도록 

설계하였다.     

 

1.4.3 HAN-CNS-710-MC-H003 
 

아래 그림은 냉각수 여과설비 및 화학약품 주입계통에 대한 배관계장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냉각수계통 배관계장도(HAN-CNS-710-MC-H003) 

 

위 쪽에 보이는 부분이 화학약품 주입 계통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냉각수 

여과설비에 대한 부분이다. 냉각수 순환 배관의 부식, 스케일 및 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스케일 및 부식방지제, 슬라임 방지제 등의 약품은 스케일 및 부식방지제 

탱크, 슬라임 방지제 탱크 및 펌프를 통해 열교환기 후단의 냉각탑 회송배관 계통내로 

주입되도록 설계하였다. 냉각수 여과설비는 병렬로 구성하여 한쪽 라인에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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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압이 기준치 이상이 되면 역세과정을 

통해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5 계통 운전 및 제어요건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운전모드는 정지모드, 기동모드, 운전모드의 3가지 모드로 

나누어진다. 이 운전모드에 따른 헬륨냉동계통 운전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1.2 헬륨냉동계통의 운전방식 

모드 
구분 정지모드 기동모드 운전모드 

헬륨냉동계통 정지 운전 운전 

 

냉각수계통의 제어요건은 다음과 같다. 냉각탑의 냉각팬은 고속 및 저속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냉각수 공급계통은 냉각탑 출구온도에 따라 자동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냉각탑 한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냉각팬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동측정기를 부착

하고 진동값이 표시되어야 한다. 진동측정기로 측정된 진동값이 설정치 이상일 경우 경보를 

발하고 냉각팬은 정지한다. 냉각탑의 냉각수 입구온도, 출구온도, 습구온도 및 냉각팬에 공

급되는 전압 및 전류등이 지시되어야 하고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냉각수 공급계통에서 운전되는 각 펌프의 토출압력이 설정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보

를 발하고 예비용 펌프가 기동된 후 해당펌프는 정지한다. 또한, 펌프 후단에 유량계를 설

치하여 펌프의 토출량이 지시되도록 구성하고 냉각탑 하부수조의 수위가 설정값 이하로 떨

어질 경우 경보를 발하고 냉각수계통은 정지한다. 동절기 냉각탑 운전시 하부수조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방지용 전기히터가 설치되며 냉각수의 온도가 4℃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 작동되도록 구성한다.   

 

 

1.6 기기별 요건 
 

냉중성자원 냉각수계통에 설치되는 기기는 아래와 같다.  

 

1) 냉각탑  : Mechanical draft type으로 3개의 셀로 구성되며 동결방지히터가 장착된다. 

2) 1차 냉각수 순환펌프 : 수평 원심형으로 100% 용량의 2대가 설치된다.  

3) 2차 냉각수 순환펌프 : 수평 원심형으로 100% 용량의 2대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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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각수용 열교환기 : 판형 열교환기로 1대가 설치된다.  

5) 팽창탱크 : 다이아프램 내장형으로 1대가 설치된다.  

6) 냉각수 여과기 :  모래를 이용한 여과기로 2대가 설치된다.  

7) 냉각수 여과기 펌프 : 수평 원심형으로 2대가 설치된다.  

8) 스케일 및 부식방지제 탱크 : 수직 원통형으로 1대가 설치된다.  

9) 슬라임 방지제 탱크 : 수직원통형으로 1대가 설치된다.  

10) 스케일 및 부식방지제 펌프 : 다이아프램 형식으로 1대가 설치된다.  

 

 

2 냉각수계통의 설계계산 
 

2.1 설계요건 

 

냉각수 계통의 설계요건은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에서 요구하는 열량에 따라 계산된다. 

먼저 1차 계통의 온도차와 유량이 결정되면 이를 이용하여 1차 냉각펌프의 용량과 1차 계

통의 냉각수량에 따라 팽창탱크의 용량이 결정되며 1차 계통의 냉각수량과 혹서기 냉각탑

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을 감안하여 열교환기의 사양과 2차 계통에 대한 설계계산이 이

루어진다. 설계 요구조건 및 계산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1 설계요구조건 및 가정사항  

항   목 요 구 조 건 비  고 

헬륨압축기 요구유량 7.23 kg/s  

냉동박스 요구유량 0.434 kg/s 0.542kg/s(온도차 8℃) 

헬륨압축기 입/출구 온도 33℃/41℃ 온도차 8℃ 

냉각탑 입/출구 온도 37℃/32℃  

대기압/습구온도  1 atm/28℃  

냉각용량의 여유율 소모량의 20% 적용  

순환수의 비산량 순환수량의 0.1 % 적용  

배관내 냉각수의 유속 1.5 m/s 로 가정 “Crane Technical Pap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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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기별 압력강하 값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압력강하 값은 최종적으로 냉각펌프의 

양정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표 2.2 각 기기별 압력강하 및 충수량 

항   목 가 정 값 비  고 

냉동박스 200 kPa  

열교환기 100 kPa  

헬륨압축기 200 kPa  

오리피스형 유량계 50 kPa  

스트레이너 5 kPa  

열교환기 충수량 0.3 m3  

헬륨압축기 충수량 0.1 m3  

냉동박스 충수량 0.1 m3  

  

2.2 냉각탑 용량 계산 
 

냉각탑의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에서 요구하는 열량을 

계산하여 냉각탑의 입/출구 온도를 고려하면 냉각수 수량과 셀 당 냉각용량이 계산된다.  

즉, 헬륨압축기의 경우 입/출구 온도가 33 /41℃ ℃ 이므로 엔탈피 차이를 계산하면 

냉각열량은 다음과 같다.  

 

kgkcalhhQ inoutcomp /984.705.33034.41 =−=−= …………………………………… (1) 

 

여기서 헬륨압축기의 유량이 7.23 kg/s 이므로 이를 곱하면 냉각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Wskcalskgkgkcal 7.241/724.57/23.7/984.7 ==× ………………………………… (2) 

 

냉동박스의 냉각용량은 온도차가 10℃ 이므로 여기에 유량 0.434 kg/s 를 고려하면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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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skcalQcoldbox 136.18/33.4434.0)05.3303.43( ==×−= …………………………… (3) 

냉각탑 용량 산정시 헬륨냉동계통의 요구 냉각열량에 20% 여유율을 고려하면 냉각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WQtotal 8.3112.1)136.187.241( =×+= ………………………………………………… (4) 

따라서 냉각탑의 입/출구 온도를 고려하면 위 열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량이 계

산된다.  

skg /92.14
051.32042.37

46.74
=

−
 ……………………………………………………………… (5) 

여기서 74.46 은 311.8 kW 를 kcal/s 로 환산한 양이다. 냉각탑은 50% 용량의 3 셀로 구

성되므로 셀당 냉각용량은 311.8 kW 의 절반인 155.9 kW 이고 따라서 전체 냉각탑 냉각용량

은 467.7 kW 가 된다.  

냉각탑의 열교환 방식은 37 ℃의 뜨거운 냉각수가 공기와 열교환을 하여 32℃로 변화하면

서 발생하는데 이때 냉각수 중에 일부는 공기과 열교환 하는 동안 증발에 의해서 대기중으

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소실되는 냉각수량은 계속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하는 양이다. 위 양은 공기중에 포함된 절대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으나 20℃의 

물의 엔탈피 차이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구할 수 있다. 20. ℃의 물에서 포화액과 포화증기

의 엔탈피를 계산하고 이 차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skg
H
Qm

fg

total
makeup /129.0

376.576
47.74

===  ………………………………………………… (6) 

비산량은 냉각탑에서 열교환 되는 과정에서 작게 나누어진 물방울등이 바람을 타고 

외부로 이동하는 양이다. 이는 전체 순환수량의 0.1% 로 가정하였으므로 0.015kg/s 가 된다. 

취출수량은 농축도를 10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0이 되므로 따라서 전체 보충수량은 

증발량과 비산량을 합하여 0.144 kg/s 로 계산될 수 있다.  

 

2.3 배관경 계산 
 

냉각수 공급계통의 배관경은 유량에 따른 유속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유량은 앞서 

계산한 내용을 이용하고 유속은 가정에 따라 1.5 m/s 로 가정하면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는 방법은 정상상태의 유량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단면의 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ANSI 기준에 의한 Pipe 규격에 따라 규격을 정하면 된다. 앞서 

설명한 P&I diagram에 따라 기술된 배관 번호에 대해서 계산된 배관경, Sch. No.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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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배관경 계산 내역 

번호 P&ID 배관번호 

(line number) 

계산결과 상용배관 직경

(외관) 

Sch. No. 

Thickness(mm)

1 L001, L051 112.826 mm 6 inch,  10s(3.4) 

2 L011,L013,L019 112.826 mm 6 inch 10s(3.4) 

3 L031,L033,L035,L041 81.441 mm 3 inch 10s(3.4) 

4 L045,L025,L029,L030 81.441 mm 4 inch 10s(3.4) 

5 L037,L043 21.516 mm 1inch 40s(3.4) 

6 L061~L084 21.716 mm 1inch 40s(3.4) 

7 L111 24.383 mm 1inch 40s(3.4) 

 

 

2.4 배관의 압력강하 계산 
 

냉각수 공급계통에 대한 배관의 압력강하는 배관의 길이, 배관의 elbow, 설치된 

계측기, 밸브의 개수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압력강하 값은 실제 펌프의 필요양정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므로 이 값을 이용하여 적절한 형태의 펌프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배관의 관마찰계수는 조도 및 유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깨끗한 표면의 

파이프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대한 계산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2.4 배관의 압력강하 계산 내역 

번호 P&ID 배관번호 

(Line number) 

계산결과(Pa) 번호 P&ID 배관번호 

(Line number) 

계산결과 

(Pa) 

1 L011, L013 1332 13 L063 2152 

2 L019 51630 14 L074 5960 

3 L051 2933 15 L083 2140 

4 L025 2165 16 L085 22320 

5 L029,L030 6603 17 열교환기(M-X001) 100000 

6 L031,L033 5595 18 헬륨압축기 212800 

7 L035 6690 19 냉동박스 270500 

8 L037 33610 20 1차 계통 438800 

9 L041 6108 21 2차 계통 155900 

10 L043 36860 22 여과수 계통 180400 

11 L045 50860 

12 L061 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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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펌프 용량 산출 
 

펌프용량은 앞서 계산된 유량과 압력강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펌프의 

토출량은 여유율을 고려하여 유량보다 크게 잡고, 양정도 마찬가지로 계산된 압력강하 

값보다 큰 것을 선정하면 된다. 위의 계산된 내용을 이용하여 펌프의 용량을 산출한 내역을 

아래의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5 펌프의 용량 산출 내역 

번호 펌프의 P&ID 번호 토출량(m3/hr) 토출압(kPa) 비고 

1 P003 28.13 465  

2 P004 28.13 465  

3 P001 53.988 220  

4 P002 53.988 220  

5 P005 2 200  

6 P006 2 200  

 
 
2.6 팽창탱크 및 열교환기 용량 계산 
 

팽창탱크의 용량은 1차 계통내의 전체 충수량을 계산하여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율과 

부피변화와 여유율을 고려하면 계산할 수 있다. 1차 계통의 전체 충수량은 대략 0.898 m3 

이고, 팽창탱크의 여유율을 100%로 계산하고, 온도변화의 범위를 4℃~45℃로 하면 

팽창탱크의 용량은 0.018 m3 으로 계산된다. 또한, 열교환기의 용량은 2차 계통에 대해서 

유량과 입출구 온도를 고려하면 310.189 kW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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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각수계통/기기의 상세설계 
  
3.1 냉각수 공급펌프  
 

냉각수 공급펌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대로 구성된다. 1차 계통과 2차 계통에 

대해서 100% 용량의 펌프가 2대씩 설치된다. 냉각수 계통의 설계계산에 의해서 토출량과 

양정이 계산되었고, 여기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다른 부분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술한다.  

냉각수 계통에 공급되는 펌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3.1 냉각수 공급계통의 펌프  

번호 기기 번호 설명 대수 설치위치 
1 CNS-710-M-P001 2차 계통 냉각수 공급펌프 1 실내 
2 CNS-710-M-P002 2차 계통 냉각수 공급펌프 1 실내 
3 CNS-710-M-P003 1차 계통 냉각수 공급펌프 1 실내 
4 CNS-710-M-P004 1차 계통 냉각수 공급펌프 1 실내 

 

위 냉각수 공급펌프는 품질등급은 S 등급으로 동일하고 방사선구역이 아닌 부속 기기동에 

설치되며, 운전환경은 온도는 4~45℃, 압력은 대기압 그리고 상대습도는 0~100% 범위이다. 

각각의 펌프에 대해서 양정 및 토출압이 다르므로 연결되는 배관의 직경도 이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연결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2 냉각수 공급펌프의 흡입 토출 연결 배관경  

번호 기기 번호 직경 위치 비고 
1 CNS-710-M-P001 DN 150(6”) Sch. 10s 흡입,토출 동일  
2 CNS-710-M-P002 DN 150(6”) Sch. 10s 흡입,토출 동일  
3 CNS-710-M-P003 DN 100(4”) Sch. 10s 

DN 80(3”) Sch. 10s 
흡입 
토출 

 

4 CNS-710-M-P004 DN 100(4”) Sch. 10s 
DN 80(3”) Sch. 10s 

흡입 
토출 

 

 

냉각수 공급펌프의 상세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은 펌프의 형태, 위치, 양정과 토출량, 사용 

유체의 온도와 압력, 소요전력, 재질 그리고 sealing type 등이다. 냉각수 공급계통에서 

사용되는 냉각수 공급펌프는 부속기기동에 설치되고, 작동유체는 일반적인 온도조건에서 

이용되는 물이므로 설계시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다. 단지, 냉각수 계통의 이상이 

원자로의 정지와 연결되므로 운전시 성능이 적절히 발휘되어 운전상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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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냉각수 공급펌프(P001,P002)에 대한 Data Sheet  

번호 항  목 설계 사항 비고 
1 펌프의 형식 원심형(Centrifugal) type  
2 품질등급 S class  
3 토출량 14.922kg/s(54m3/hr)  
4 흡입/토출 압력 50/270 kPa(gage)  
5 전양정 22m  
6 사용유체 용수(service water)  
7 사용유체의 최대온도 45℃  
8 제동유효흡입양정(NPSH) 제작사 설계후 결정되는 값임  
9 체절양정(Shut off head) “  
10 운전조건에서의 증기압 “  
11 비속도(Specific speed) “  
12 Casing 의 재질 304ss  
13 Sealing type Mechanical seal  
14 공급전력 440 V 3 Phase 60 Hz  

 

위 표에서 토출량, 양정 및 토출압력의 경우는 앞서 계산된 표2.5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며, 제동유효흡입양정, 체절양정 및 비속도 등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사에서 펌프를 선정하면 계산될 수 있는 값이다. 제작사에서는 모든 종류의 펌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조건에 맞는 설계된 펌프를 공급한다. 따라서 위 조건에 맞는 

펌프를 선정하게 되면 모든 설계값들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위 항목 중 제동유효흡입양정(Net Positive Suction Head)는 펌프의 흡입단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메터로 이용 가능한 제동유효흡입양정과 

필요로 하는 제동유효흡입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제동유효흡입양정은 

펌프의 흡입단에서의 정체압과 작동유체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뺀 값으로 이는 송출량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송출량에 따라 감소한다. 필요로 하는 

제동유효흡입양정의 경우에는 깃의 형상과 액체의 상대속도에 따라 압력강하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양정을 나타낸다. 위 값은 송출량에 따라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송출량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제동유효흡입양정은 증가하고 이용가능한 제동유효흡입양정은 감소하므로 두 

곡선상에 교차점이 발생하고 이용 가능한 제동유효흡입양정이 필요로 하는 제동유효 

흡입양정보다 큰 유량 범위에서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범위에서 펌프의 

운전이 가능하다.      

 원심펌프의 특성을 표시할 때, 회전수와 흡입양정을 일정하게 하고, 가로축에 유량, 

세로축에 양정, 동력, 효율을 잡아 3개의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를 펌프의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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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원심펌프의 경우에는 유량이 많을수록 양정이 작아지므로 유량이 

가장 작은 (즉, 0 이되는) 점에서 양정이 최대가 되고 이때의 양정을 체절양정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체절양정을 기준으로 유량에 따라서 양정이 작아지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곡선을 하강 특성곡선이라고 한다. 현재, 설계된 냉각수 공급펌프의 특성곡선은 

하강특성곡선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구매발주를 통해 

펌프가 선정되면 제작사에서 제작종료보고서(End of Manufacturing Report)를 제출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2개의 펌프가 존재할 때 2개의 펌프의 유동상태가 상사일 경우 운전상태를 같이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바꾸어 단위송출량에서 단위양정을 내도록 할 경우 그 펌프에 주어야 

할 회전수를 처음 펌프의 비속도(specific speed)라고 표시한다. 즉, 비속도는 로터의 형상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며, 펌프의 성능을 나타내거나 최적합한 회전수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즉, 제작사에서는 비속도에 따라 어떤 형태의 펌프를 선택해야 가장 적합한지를 알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작사에서는 위의 조건을 가지고 비속도를 계산하여 

최적의 펌프를 선정할 수 있다. 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11]을 참고하면 된다.    

 아래의 표는 냉각수 공급펌프 P003,P004 에 대한 data sheet 를 나타내고 있다.  

 

표3.4 냉각수 공급펌프(P003,P004)에 대한 Data Sheet  

번호 항  목 설계 사항 비고 
1 펌프의 형식 원심형(Centrifugal) type  
2 품질등급 S class  
3 토출량 7.772kg/s(28.5m3/hr)  
4 흡입/토출 압력 200/665 kPa(gage)  
5 전양정 46.5m  
6 사용유체 pH가 조절된 순수  
7 사용유체의 최대온도 45℃  
8 제동유효흡입양정(NPSH) 제작사 설계후 결정되는 값임  
9 체절양정(Shut off head) “  
10 운전조건에서의 증기압 “  
11 비속도(Specific speed) “  
12 Casing 의 재질 316ss  
13 Sealing type Mechanical seal  
14 공급전력 440 V 3 Phase 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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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냉각탑  
 

냉각탑은 냉각수 공급계통의 2차 냉각수를 냉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 용량을 가지는 셀 3개로 구성되면 부속기기동 옥상에 설치된다. 냉각탑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3.5 냉각탑의 기본 조건  

번호 항  목 설계 사항 비고 
1  대수  1대(3개의 셀로 구성)  
2 형태 유인통풍 방식  
3 팬 속도 방식 2단 속도 조절(Pole change type)  
4 냉각수 유량 54.0 m3/hr  
5 습구 온도  28℃  
6 유체의 냉각탑 유입온도 37℃  
7 유체의 냉각탑 유출온도 32℃  
8 유체의 수소이온농도(pH) 7.0~8.3  
9 탄산경도 120 ppm 이하  
10 전기전도도 1500 μ mhos/cm 이하   
11 탁도 20° 이하  
12 염화물 400 ppm 이하  

 

 냉각탑은 공기와 냉각수와의 열교환을 위해서 내부에 충진물, 비산방지판 그리고 루버 

등이 설치되고 운전 조건 및 온도에 따라서 공급되는 냉각수의 양이 조절되어야 하므로 

유입되는 배관에 MOV(motor operating valve)가 설치된다.  

 

 
그림 3.1 냉각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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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에 대한 설계사항은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표3.6 냉각탑의 Data sheet  

번호 항  목 설계 사항 비고 
1 모델 타워 형식  
2 순환유량(전체/셀당) m3/hr 54 /27  
3 유입온도 37℃  
4 유출온도 32℃  
5 비산손실량 전체순환수량의 0.1% 이하  
6 셀의 수 3  
7 셀당 팬의 수 1  
8 Fill/Eliminator/Louver 재질 PVC/     /PVC  
9 Fan stack  FRP  
10 하부수조 재질 FRP  
11 블레이드 재질 알루미늄 or FRP  
12 Seal disk YES  
13 감속기 타입 V-belt type  

 

 냉각탑의 운전방식은 기본적으로 3개의 셀을 모두 이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기상태에서 냉각팬 3대를 모두 저속으로 기동하고 자동모드로 운전하게 되면 최초에 

3개의 셀에 18 m3/hr 의 냉각수가 유입되어 운전하게 된다. 위 상태에서 냉각수의 

유출온도가 32℃ 가 되면 정상상태를 유지하면서 팬은 자동으로 고속운전과 저속운전을 

반복하면서 위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냉각팬 3대 모두가 고속으로 운전되는 

상태에서 온도가 34℃ 이상이 되면 냉각팬은 경보를 발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운전원의 

판단에 의해서 냉각팬의 운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에, 온도가 하강하는 경우 즉, 

냉각수의 유출온도가 15℃ 이하가 되면 냉각팬은 정지하게 된다. 일단 정지된 냉각팬은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으므로 냉각팬의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냉각팬이 자동으로 정지되어도 이와 관련된 MOV 는 자동으로 닫혀지지 않으므로 냉각팬의 

운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냉각수는 계속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구성은 운전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냉각팬의 운전모드를 구성하여도 

냉각탑의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초에 대기모드에서 

운전원이 냉각팬 3대를 저속으로 기동하고 자동모드로 변환하게 되면 냉각팬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더 이상 운전원의 개입은 필요없게 된다. 이에 대한 사항을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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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냉각팬의 운전(온도 상승시)  

냉각팬 번호 최초기동 32℃ 이상 33℃ 이상 34℃ 이상 

#1 저속 고속 고속 고속 

#2 저속 저속 고속 고속 

#3 저속 저속 저속 고속 

 

 

표3.8 냉각팬의 운전(온도 하강시)  

냉각팬 번호 최초기동 32℃ 이하 15℃  15℃ 이하 

#1 저속 고속/저속 저속 정지 

#2 저속 고속/저속 저속 정지 

#3 저속 고속/저속 저속 정지 

 

 

3.3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1차 계통과 2차 계통과의 열교환을 위한 설비이다. 열교환기의 형식은 

냉각부하를 조절하기 용이한 판형 열교환기로 선정하였으며, 1차 계통의 입/출구 온도 

조건은 41℃/33℃ 이고 2차 계통의 입/출구 온도 조건은 32℃/37℃ 이다. 온도차에 따라서 

열교환기내의 판형의 설계 및 여러조건을 고려하여 위 온도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1차 

계통의 경우 열부하 변동율을 고려하여 20% 의 냉각여유율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열교환기 운전시 1차 계통과 2차 계통과의 입출구 온도는 아래의 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표3.9 열교환기의 열교환 온도 조건  

여유율 미고려시 여유율 고려시(20%)  

1차 계통 2차 계통 1차 계통 2차 계통 

입구 온도 41℃ 32℃ 42.6℃ 32℃ 

출구 온도 33℃ 36.16℃ 33℃ 37℃ 

냉각 열량 259.9KW 259.5KW 311.87KW 311.87KW 

LMTD 2.43 ℃ 2.67℃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유율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되어야 하는 열량이 

259.9KW 이므로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2차 계통의 출구 온도가 37℃ 미만이 된다. 또한, 

20% 여율율을 고려하게 되면 1차 계통의 냉각요구열량이 증가하게 되어 제거되어야 할 

열량이 311.87kW 가 되며, 이 경우에는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1차 계통의 입구온도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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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된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2차 계통의 입구온도와 1차 계통의 출구온도는 

정확하게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 열교환기 설계 요구조건이 된다. 또한, 여유율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LMTD(Log Mean Temperature difference)가 틀리므로 이를 

고려하여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기타 열교환기의 설계시 고려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3.10 열교환기의 Data sheet  

번호 항  목 설계 사항 비고 
1 형식 판형(Plate type)  
2 냉각수 유량(1차/2차 계통) 7.772 / 14.922 kg/s  
3 입구 압력(1차/2차 계통) 565 / 270 kPa(g)  
4 설계압력 900 kPa(g)  
5 Fouling factor   
6 설계 온도 45 ℃  
7 열교환 열량 310.5 kW  
8 Plate 재질 A240 TPS 316  
9 압력강하 Max. 100 kPa   
10 노즐의 재질 A240 TPS 316  

 

 위 표에서 Fouling factor 는 열교환기의 열전달 표면에 원하지 않는 어떤 물질이 형성되어 

열전달을 방해하는 현상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위 값이 크면 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작사에서는 미리 여유율을 고려하여 열교환기를 선정하므로 

위 값은 제작사에서 열교환기 설계시 확정될 수 있는 값이다.  

아래 그림은 부속기기동에 설치될 열교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부속기기동에 설치될 열교환기 및 각종 펌프 배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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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냉각수 여과설비  
 

냉각수 여과설비는 2차 계통에서 사용되는 냉각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설비이다. 위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고경도 관리기법으로 

적용되는 냉각수의 부식 및 스케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와 두번째는 sand filter 를 

이용하여 냉각수내의 입자를 제거하는 여과설비이다. 첫번째 계통은 화학약품 주입계통으로 

불리며 두번째는 계통은 냉각수 여과설비로 구분될 수 있다.  

화학약품 주입계통은 부식 및 스케일 방지제 주입계통과 슬라임 방지제 주입계통으로 

구분된다. 각 계통마다 화학약품 주입탱크와 주입펌프 및 관련배관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다.  

    

표3.11 화학약품 주입계통의 구성 

번호 기기 번호 설명 대수 설치위치 
1 CNS-710-M-P007 스케일 및 부식방지제 펌프 1 실내 
2 CNS-710-M-P008 슬라임 방지제 펌프 1 실내 
3 CNS-710-M-T002 스케일 및 부식방지제 탱크 1 실내 
4 CNS-710-M-T003 슬라임 방지제 펌프 1 실내 

 

 위 계통은 화학약품을 화학약품 탱크에 주입하고 일정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타이머를 

조절하여 펌프 및 교반기를 기동하면 2차 계통의 냉각탑 주입라인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서 

화학약품이 주입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반기의 운전은 탱크내의 약품의 수위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교반기 내의 약품의 수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계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3.12 화학약품 주입계통의 Data sheet  

번호 항  목 설계 사항 비고 
1 사용 냉각수 온도 25℃ 최대 45℃   
2 토출량(ml/min) 50 (45~50)  
3 흡입압력 100 kPa(a)  
4 펌프 형식 왕복 형식  
5 실린더 형식 단동식(single)  
6 다이아프램 재질 Teflon  
7 탱크내 주요 기기 교반기, gage glass, Level switch  
8 탱크 용량 0.5 m3  
9 탱크 재질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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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 여과설비의 경우에는 2개의 냉각수 여과설비가 병렬로 설치되며 한쪽 라인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의 라인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차 계통의 순환수량 중에서 여과되는 양은 냉각탑 하부수조에서 전체 

순환수량의 2% 가 추출되어 여과된다. 실제 여과기의 크기는 2.0 m3/hr으로 설계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도록 하였다. 제거되는 입자의 크기는 10 μm 이상으로 95% 의 

제거효율을 가지는 여과기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냉각수 여과설비의 기본 구성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냉각탑 하부수조에서 취출된 2차 냉각수는 2단으로 설치된 냉각수 

여과설비로 이동한다. 이중 한 단을 통해서 유입되며 펌프를 통과하여 필터를 통과하여 

이물질이 걸리진 후 냉각탑 하부수조로 다시 이동한다. 만약에 역세과정이 이루어지면 

냉각탑 하부수조에서 취출된 냉각수는 필터 전단의 펌프를 통과하여 우회배관을 통해 필터 

후단에서 거꾸로 필터 쪽으로 이동하여 필터 상부에 끼인 이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1시간에 1번 정도 이루어지며 역세되는 시간은 120 초이다.  

  냉각수 여과설비는 취출수를 최소화하여 관리하는 고경도 관리기법에 따라서 역세시 

취출되는 냉각수량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역세가 이루어질 

경우에 120 초 동안에 소모되는 냉각수량은 0.166 ㎥/h 으로 실제 계산서 상의 설계값인 

2 ㎥/h 보다 훨씬 작은 양이 된다. 냉각수의 수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절을 참고 

하면 된다. 아래는 냉각수 여과설비에 대한 data sheet 를 나타내고 잇다.    

 

표3.13 냉각수 여과설비의 Data sheet  

번호 항  목 설계 사항 비고 
1 펌프 형식 원심형  
2 흡입압력 50 kPa(g)  
3 냉각수 사용 온도 최대 45 ℃  
4 사용 전력 220V 1 Phase 60 Hz  
5 Seal type Mechanical seal  
6 펌프의 재질 304 SS  
7 흡입/토출구 배관경 25 DN  
8 여과제 모래  
9 부가설비 MOV, 3-way valve, strainer  
10 냉각수 유량 0.556kg/s(2.0㎥/h)  
11 기타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구성(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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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각수의 수질관리 
  
4.1 1차 계통의 수질요건 및 관리방안  
 

냉중성자 계통의 냉각수는 1차 계통과 2차 계통으로 분류된다. 1차 계통은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에서 필요로 하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이며, 2차 계통은 이를 냉각하기 위한 

계통으로 각기 요구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계통의 

경우에는 최초에 순수를 사용하여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에서 요구하는 수질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순수의 

수질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절절한 시기에 수질분석을 통해서 요구되는 수질이 만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최초에 헬륨압축기 제작사에서 요구한 수질기준과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될 순수의 수질을 비교하였고, 또한 헬륨압축기 제작사에서 요구한 

수질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헬륨압축기 제작사에서 요구한 냉각수 수질요구 기준이다.  

 

표4.1 1차 냉각수 수질요건   

 항   목 요구조건 
1 pH 7.5~9.0 
2 Hardness 4.0 ~8.5 
3 Chloride(Cl) < 150 ㎎/ℓ 
4 Free chlorine gas(Cl2) <1 ㎎/ℓ 
5 Sulphate(SO3) <1 ㎎/ℓ 
6 Dissolved iron(Fe) < 0.2 ㎎/ℓ 
7 Hydrogen carbonate(HCO2) 70~300 ㎎/ℓ 
8 Sulphate(SO4) < 70 ㎎/ℓ 
9 HCO3/SO4 >1 
10 Electrical conductivity 10 ~500 μS/㎝ 
11 Ammonia(NH3) <2 ㎎/ℓ 
12 Dissolved Magnesium(Mg) <0.1 ㎎/ℓ 
13 Dissolved aluminum(Al) <0.2 ㎎/ℓ 
14 Nitrate(NO3), dissolved < 100 ㎎/ℓ 
15 Hydrogen sulphate (H2S) <0.05 ㎎/ℓ 
16 Free aggressive carbon dioxide(CO2) < 5㎎/ℓ 
17 Glycol < 50% 
18 Solids(particle size) < 0.1mm 



 27

 위 1차 계통에 사용하기 위한 순수의 수질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4.2  순수의 수질분석 결과  

Item  
 Minimum 

requirements 
Results 

pH value   7.5 to 9.0 5.4 ± 0.1 

 Hardness (dH)  4.0 – 8.5     < 0.07 

 Chloride (Cl) [mg/l]  < 150  < 0.05  

 Free chlorine gas (Cl2) [mg/l]  < 1     - 

 Sulphate (SO3) [mg/l]  < 1  < 0.05 

 Dissolved iron (Fe) [mg/l]  < 0.2  < 0.01 

 Hydrogen carbonate (HCO3) [mg/l]  70 – 300  - 

 Sulphate(SO4) [mg/l]  < 70  < 0.05 

 HCO3/SO4  > 1  -  

 Electrical conductivity [μS/cm]]  10 - 500  5.6 ± 0.2 

 Ammonia (NH3) [mg/l]  < 2  < 0.02 

 Dissolved magnesium (Mg ) [mg/l]   < 0.1  < 0.01 

 Dissolved aluminum (Al) [mg/l]  < 0.2  < 0.01 

 Nitrate (NO3), dissolved [mg/l]  < 100  0.36 

 Hydrogen sulphate (H2S)  < 0.05  -  

 Free aggressive carbon dioxide (CO2) 

[mg/l]
 < 5  7.3 (total) 

 Glycol (%)  < 50  -  

 Solids (particle size) [mm]  < 0.1  - 

 Algae   < Not allowed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들은 요구조건을 상회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pH 와 전기전도도의 경우에는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헬륨 압축기 제작사에서는 위 부분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1차 계통에 순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순수의 수질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의 pH 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전기전도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따라서 pH 를 증가시키면서 주어진 전기전도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는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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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일단, 1차 계통에 순수를 충수하고 난 후에, 적절한 

알칼리 물질을 이용하여 순수의 pH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며 간접적인 방법은 일종의 pH 

조절용 탱크를 구비하여 이 곳에서 pH 와 전기전도도를 요구조건에 맞추고 위의 냉각수를 

1차 계통에 충수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설비의 제작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최초에 pH 와 전기전도도가 맞지 않는 순수가 충수되므로 위 값을 

유지하는 동안 원치 않는 냉각수가 순환하는 단점이 있다. 간접적인 방법의 경우에는 

중간에 탱크를 이용하므로 적절하게 pH 와 전기전도도가 맞추어진 냉각수가 유입되므로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으나 설비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최초에 충수 후 pH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몇 시간 정도의 냉각수 

유입은 기기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요구수질을 만족하도록 구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개념도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그림 4.1 순수의 pH 조절 방법(직접적인 방법) 

 

 위 그림에 따르면 1차 냉각계통에 순수를 공급하는 라인에 NaOH injection pump를 

이용하여 수산화 나트륨을 주입하여 Line mixer를 통해서 pH 를 맞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순수공급라인의 PCV 를 열어 1차 계통내 순수를 주입한다. 다음에 NaOH injection 

pump를 이용하여 NaOH 를 주입하여 Line mixer 에서 서로 섞이도록 한 후에 계통내에 

주입한다. 계통내 기존의 펌프 후단에 추출라인을 설치하여 계통에 포함된 순수의 pH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NaOH injection pump의 속도를 조절하여 주입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제어실로의 monitoring 도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이는 선택 사항이다. 위 방법을 

이용하면 가능한 적은 비용과 간단한 설비로 pH 와 전기전도도를 요구조건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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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다. 최초의 순수인 경우 앞서 설명한 pH 5.4 에서 pH 8.0 이상을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하로 판단된다.  

1차 계통은 폐루프로 구성되어 있고, 냉각수의 보충 및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특별히 없다. 1차 계통에 사용되는 냉각수 공급펌프의 경우에도 sealing 방식을 그랜드 

팩킹이 아닌 미케니컬 실 타입을 사용하므로 냉각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에 

순수를 충수하여 pH 및 전기전도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면 장시간 동안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위 설비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pH 및 

전기전도도에 대한 값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며, 위의 냉각수 수질 요구조건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3개월 내지 6개월에 1회 정도 냉각수를 시료 채취하여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2차 계통의 수질요건 및 관리방안  
 

냉중성자 계통의 2차 냉각계통은 1차 계통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냉각탑을 통해서 냉각되므로 대기와 접하게 된다. 따라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냉각탑을 통해서 열을 제거하게 되면 증발량이 항상 발생한다. 

증발량은 대기와의 열교환을 통해 순수한 물만 증발되어 소실되므로 냉각수 내부에 포함된 

이물질은 그대로 남게 되어 수질은 계속 악화된다. 비산에 의해서 소실되는 경우에는 

냉각수에 포함된 이물질이 바람과 함께 날아가므로 수질의 문제점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냉각수의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발량에 해당하는 만큼 

보충수를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 이물질을 계속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냉각수 여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모래로 된 여과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과제를 모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시 이물질이 모래 

표면에 부착하여 여과효율을 떨어뜨리므로 역세과정을 통해서 이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역세되어 배출되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냉각수의 배출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여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이 고경도 관리기법이며 

이에 대해서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한다.  

고경도 관리기법에서는 탄산경도의 값을 100~400 ppm 범위에서 유지한다. 위 범위에서 

냉각수의 pH는 8.0~9.0의 값을 가지므로 염기성이다. 따라서 부식의 영향보다는 스케일 

발생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고경도 관리기법에서는 스케일 방지제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냉각탑을 통한 열교환 방식에서는 냉각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증발에 의한 

손실량(E), 비산에 의한 손실량(W), 수질관리를 위한 취출 손실(B)이다. 따라서 냉각수의 

보충량(M)은 다음의 산술적인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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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EM ++=  …………………………………….…………………………………(7) 

  

또한 냉각수 내에 녹아있는 이물질의 농도(CR)와 충수되는 물에 녹아있는 이물질의 

농도(CM)의 비를 농축도(N)이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M

R

C
CN = …………………………………….…………………………………………(8) 

 증발되는 물에서는 순수한 물만 증발되므로 이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식 

(7)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WBCMC RM +×=× …………………………………………………………(9) 

 따라서 위 식을 이용하면 농축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B
WBEN

+
++

= …………………………………………………………..……..(10) 

 

여기서 총 취출손실(total blowdown loss) TB 를 다음과 같이 비산에 의한 냉각수 

손실량과 취출에 의한 냉각수 손실량의 합이라고 하면 식 (10)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N
ETB …………………………………………………………………..(11) 

 

 위 식에서 좌변항은 취출 및 비산에 의한 냉각수 손실량이고 우변의 E 는 증발에 의한 

냉각수 손실량이므로 농축도가 증가할수록 총 취출 손실은 감소하게 된다. 위 냉각수 

계통의 농축도는 10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취출수량을 계산하면 0 이 된다.  

 따라서 취출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스케일 방지제와 슬라임 방지제 

및 미생물 방지제를 사용하여 수질을 관리할 때 탁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탁도는 물의 흐린 정도를 표시하며, 정재수 1리터 중에 카오린 1 mg 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를 1도로 정의한다. 만약에 탁도가 5도 이상이 되면 슬라임 장애가 발생하여 슬라임 

방지제의 역할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탁도를 5도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냉각수 여과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1차 냉각수 공급계통에서 사용되는 수질유지 방법은 고경도 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취출수의 양을 최소화 하였고, 공급되는 냉각수 보충량은 증발에 의한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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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에 의한 양 및 냉각수 여과장치의 역세시 사용되는 냉각수의 양으로 한정된다. 수질 

관리 방법으로는 스케일 및 부식방지제 및 슬라임 방지제를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냉각수 여과계통의 정상적인 운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계통의 경우에는 1차 계통과 다르게 개방형 루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1,2 

개월에 1회 정도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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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로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 사용되는 헬륨압축기와 냉동박스에 공

급되는 냉각수 공급계통의 설계요건, 계산내역, 각 기기에 대한 상세 설계 사항 및 냉각수 

수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냉각수 공급계통은 냉중성자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

는 감속재의 냉각을 위해서 필수적인 극저온 냉동기에 필요한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으로 

위 계통이 정상적으로 운전되어야 안정적인 냉중성자를 생산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 

냉각수 계통에서 최종 확정된 모든 설계내용과 수질 관리방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차 계통과 2차 계통과의 열교환을 위한 열교환기의 설계에 있어서 냉각용량의 여유

율을 20% 고려하였을 경우 각각의 입출구 온도 조건 변화내역과 이에 따른 냉각용량의 변

화량을 표로 나타내어 설계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경된 냉각팬의 운전방식을 

기술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각수 공급계통의 정상적인 운

전은 냉중성자 시설계통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차후 냉각수 공

급계통의 기기에 대한 구매 발주 및 설치시 본 보고서를 활용하면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

여 정상적인 구매, 설치 및 시운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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