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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GIRLS 장치를 이용하여 단일구멍에서 분사되는 증기제트의 응축에 의해 유발되는 난

류제의 특성을 규명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수평제트와 수직제트 두가지 

경우에 하여 수행되었다.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피토 과 열 들이 사용되었다. 수조내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의 반 인 유동 형태는 축 칭 난류제트의 

형태와 유사함을 확인하 다. 난류제트의 퍼짐계수는 통 인 축 칭 난류제트 비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에서도 정량 으로 비교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수평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 해석에는 통

인 단상 축 칭 난류제트의 일반 인 이론이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수직

상방 제트의 경우는 실험결과가 이론 인 경향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확인하 는데 이

는 부력효과에 의한 향이 제트유동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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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urbulent jet induced by steam jet 

condensation in a water tank through a single-hole sparger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GIRLS facility.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respect to two cases, e.g. horizontal and vertical upward injections. 

For the measurements, pitot tube and thermocouples were used for turbulent flow 

velocity and temperatures, respectively. Overall flow shapes of the turbulent jet by 

the steam jet condens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axially symmetric turbulent jet 

flows. The angular coefficients of turbulent rays are quantitatively comparable 

between the traditional turbulent jet flows and the turbulent jet flows induced by 

the steam jet condensation in this work. 

Although the turbulent flows were induced by the horizontally injected steam jet 

condensation, general theory of turbulent jets was found to be applicable to the 

turbulent flows of this work. But for the vertically upward injection case, 

experimental data were quite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ones, which is 

considered due to the buoyan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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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PR1400의 SDVS에서 방출된 증기가 I-Sparger를 통하여 IRWST에 분사되어 응축된다. 

I-Sparger는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방출 하 을 최소화하기 하여 설계된 사각

형 수직하방 구멍들로 이루어진 LRR(Load Reduction Ring), I-Sparger 끝부분에 있는 원형 

수평구멍들, 그리고 I-Sparger 바닥에 있는 원형 수직하방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조 속에 

잠겨있는 Sparger 구멍들을 통해 분사된 증기는 주 의 물에 응축이 이루어지면서 응축 조건

에 따른 유동을 일으키게 된다.

수조 내에서 I-Sparger를 통하여 분출된 증기가 응축되면서 유발하는 유동은 증기제트 

응축진동과 열혼합에 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분사된 증기제트 응축에 의해서 유발된 수조내 

유동은 증기제트 응축에 향을 주게 되는 등 증기제트 응축과 그로 인해 유발된 수조내 유동

이 서로 연 성을 갖고 있다. 이런 연 성의 출발 에 있는 단일 증기제트 응축에 한 실험  

연구는 증기제트 응축 상에 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 모형을 설정하는데 필수 인 연구

라 할 수 있다. 

수조내 Sparger 설계와 련하여 단일 증기제트의 응축특성에 해서 이 에 많은 실험

  이론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부분의 연구들이 증기응축 열 달 상과 응축진동 

하 에 심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한 증기제트 응축을 이용하는 증기주입기(Steam 

Injector) 설계 측면에서 심있는 특성에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분의 연구에서 모호

한 열 달 경계면의 거동에 한 단순화된 모형을 제시하거나 증기제트 응축진동으로 유발되

는 하  특성을 측하는 기 이나 모델을 제시하 다. 수조내 Sparger에 설계에 있어서 증기

제트 응축에 향을 미치는 열혼합 련한 연구들[1,2]은 열혼합 해석에 용하기에는 한계성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열혼합 해석과 련하여 증기제트 응축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열혼합 해석과 련한 수조내 증기제트 응축특성 연구는 다차원 열수력 해석 코드인 

CFX 계산을 한 경계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을 두어야한다. 다차원 열수력 코드가 가진 

해석능력에 있어서 다상유동에 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조내 증기제트의 응축 상을 모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재 다차원 열수력 코드가 가진 다상유동 해석 모형은 다공질매체

(Porous Media)나 VOF(Volume Of Fluid) 정도가 된다. 수조내 증기제트 응축 상과 같이 증

기와 물 역이 구분되어 존재하고 한 그 경계에서는 이상유체로 존재하는 상에 해서 

재의 다차원 열수력 코드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상이다. 이러한 상황아래 실 인 근 방

법으로서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동의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순한 제트유동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다차원 열수력 코드해석의 경계조

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제트의 유동특성을 악하기 하여 국소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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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트유동의 속도와 온도 분포 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트유동

의 모형을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아울러 실험장치의 구성은 취득된 실험데이터를 활용

할 다차원 열수력 해석코드의 분석과 연계하여 검토하 으며 증기제트 응축의 특성을 이해하

기 하여 증기제트 응축경계면 부근에서의 데이터도 취득하 다.   



- 3 -

2. 국소 응축 실험 장치

    국소응축 실험은 증기제트 응축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수조내 n평분사와 수직상방 분

사에 하여 수행하 다. 수평분사의 경우 원통형 수조내에서 유동의 비 칭성이 존재하여 다

차원 열수력 해석코드의 연계성이 떨어지지만 I-Sparger의 부분의 증기분출이 수평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그 물리  특성을 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 다. 한 수직상

방 분사에 한 검토는 장치로부터 취측할 실험데이터를 검증자료로 활용할 다차원 열수력 해

석코드와의 연계성을 기 으로 이루어졌다.

2.1 GIRLS 주요 재원

    GIRLS는 크게 증기발생기와 간이 Sparger, 그리고 수조로 이루어져 있다. 증기발생기에서

는 Demi. Water를 사용하여 필요한 압력(최  10기압)에서 최  360kg/hr의 증기를 공 하고, 

공 된 증기는 배 과 유량계를 거쳐서 간이 Sparger를 통하여 수조내 물속으로 분사되어 그

곳에서 응축된다. 그림 1에는 GIRLS 장치에 한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보일러(증기발생기)는 기 히터를 사용하여 증기를 발생하며 주요 재원은 표 1에 정리하 다.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는 1"(Sch 40) 배 을 따라 Vortex 유량계를 통과하여 유량제어 밸

를 지나 간이 Sparger로 흐르게 된다. 유량제어 밸 는 게이트 밸 로서 Sparger로 흐르는 증

기유량 제어  격리기능을 동시에 갖는르게 개이 Sparger를 통하여 분사된 증기는 수조내에서 

응축이 일어난사된 증기는 직경 1.8m, 높이가 1.5인 Stainle졳어 Steel 탱크이다. 정상 인 경우 증

기의 는 깊이는 약 1.3m이다. 개이 Sparger는 Sch 40 1"배 에 1¼"배 을 밖에 싸서 두 배

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도록 하여 물속에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 다. 개이 Sparger 증기 구멍

의 크기는 차세  원 인 APR1400의 I-Sparger의 구멍의 크기인 직경 1cm로 하여 원형의 는

리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2.2 수평방향 실험장치

    단순 수조내의 단일 구멍에서 수평으로 분출되는 증기제트의 응축 실험을 하여 GIRLS 

장치를 활용하 다. GIRLS 장치는 크게 증기보일러와 수조, 단일 증기분사 구멍, 그리고 주요 

계측기  자료 처리장치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2에는 GIRLS 장치에 수평방향으로 분사되는 증기제트 실험을 한 간이 스 져와 Pitot 

튜 /온도계의 설치 개념을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유속을 측정하기 한 Pitot Tube는 외경 

10mm의 통 인 형상으로서 본 실험에서 다루는 높은 유속의 경우에는 형상계수의 향이 

상 으로 작은 것으로 단되어 결과 분석에는 형상계수 값으로서 1.0을 사용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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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내에서 순환되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6개의 TC(Thermocouple)들을 수조 안쪽 

벽면 근처에 배치하 다. 수평방향 제트실험을 한 주요 측정설비의 재원은 표 2에 나타내었

다. 

2.3 수직방향 실험장치

    증기제트의 유동특성을 악하기 한 국소 실험장치 설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건은 장치로부터 얻은 실험데이터를 검증자료로 활용할 다차원 열수력 해석코드와 연계성 

검토에서 증기제트 응축 실험이 2차원 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아래 원통형 수조의 심에서 증기제트가 수직 상방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Test Section을 

설계하 다. 이는 다차원 해석코드의 검증계산에도 유리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수직상방 증기

제트에 한 기존의 실험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다른 이유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상방 증기제트 실험을 한 장치설계를 수행하 으며 유속과 온도, 그리고 기

포도를 측정하기 한 계측기 설계  제작업무를 수행하 다. 그림 3에는 수직방향 증기제트 

실험장치의 개념도를 제시하 다.

GIRLS 장치는 기용량 330kW의 기보일러에서 증기가 공 되며 사용압력 10.3bar 조건에

서 최  증기공 량 0.1kg/sec를 생산하여 Test Section의 Nozzle로 공 하게 된다. 수조(직경: 

1.8m, 높이: 1.5m)내부에 설치된 Nozzle을 통하여 수직상방향으로 분사된 증기는 주 의 물과

의 응축반응을 통하여 단상의 제트유동을 형성하게 되는데 유동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필요

한 계측기들을 설치하 다(표 3 참조). 

수직상방으로 분사되는 증기제트에 의하여 주 에서 유입되는 물온도 분포  응축되는 증기

제트 부근에서의 물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그림 4와 같이 제트구멍 주 에 국부온도 측정용 

열 들을 설치하 다. 수직상방 분사 실험을 해서 특별히 검토된 것은 Pitot 튜 와 유체

온도 측정용 열 , 그리고 기포계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일체형 Probe 설계를 시도하

다. Pitot 튜 와 열 는 유속측정용으로서 그리고 기포계수 계측기는 유동의 기포계수를 측

정하기 해서이다. 이와 같이 여러 기능을 단일 Probe로 설계함에 따라 유속측정을 한 

Pitot Tube의 형상계수에 보정이 필수 인 사항이다. 형상계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1)

이다. 그림 5에는 일체형 Probe의 유속에 한 형상계수 에 한 교정결과를 유체 속도와 

에 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본 실험에서 사용될 일체형 Probe의 형상계수는 0.974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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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험 데이터 취득계통

    수평방향 증기제트 실험을 한 GIRLS 장치의 측정 변수들에 한 데이터 취득계통

(DAS)은 HP E1401A  Window NT 환경에서 HP사의 DAC Express 로그램을 사용하

다. 각 계측기의 치  DAS에서의 표시(ID)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한 실험수행에 앞서 

각 계측기에서부터 DAS사이의 Data Processing에 한 Calibration을 수행하 다. 표 5에는 

DAS에서 취득하는 주요 계측기들에 한 Calibration에서 사용된 Calibrator와 DAS의 출력 변

수 형태, 그리고 Calibration 결과를 정리하 다.

수직방향 증기제트 실험을 한 GIRLS 장치의 측정 변수들에 한 데이터 취득계통은 수평방

향과 큰 차이가 없지만 취득 로그램 SW를 NI 장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

다. 이는 수평실험 수행후 PC의 OS에 문제가 발생하여 SW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의 편

의성과 로그램의 신뢰성에 한 검토를 통하여 최근에 과제와 련된 열혼합 실험에 도입된 

NI 장비와 련된 SW로 체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2.5 실험 차

    수평방향  수직방향 GIRLS 실험장치의 실험 차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작 순서

1. PC Power를 켠다(검정색 이블).

2. 110 V Power Supply를 켠다.

3. DAS 본체(HP E1401A)를 켠다.

4. Distributor( 류를 1～5V의 압으로 바꿈)를 켠다. (제일 왼쪽에 있는 스 치를 잡아당

겨서 민다.)

5. Charge Amplifier뒤의 Power를 각각(4개) 켠다.

6. GIRLS Pool Tank 에 있는 Demineralized Water 밸 를 열어 pool 내에 물을 채 운

다.

7. 물이 채워지면 S/G 보조 물탱크에 있는 수면계와 라인에 있는 밸 를 열어 압력게이지

를 확인한다. 이때 압력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한다. (Demi. Water가 공 되고 있음을 의

미)

8. 통제실 Power를 On한다.

9. Alarm이 올리면 S/G에 있는 Stop 버튼(제일 )을 른다. (S/G에 물이 없으면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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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울림)

10. Pump on 하기 에 보조 물탱크 의 란색 밸 가 열려 있는지 확인 한다. (Demi. 

Water 공 밸 ) Pump On 한다. 이때 Pump회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 수 가 올

라가는지 확인한다.

11. 수 벨이 원하는 치에 오면 Pump가 작동을 멈춘다.

12. 이때, Drain을 시켜 다(2회 정도). Drain할 때 수 가 내려가고, 자동으로 다시 

Pump가 작동한다.

13. Heater On 하기 에 GIRLS Pool Tank 에 있는 Steam Valve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

다. Heater On 한다.

14. 이때 불이 안 들어오면 Stop버튼 에 있는 Reset버튼을 른다.

15. 필요시, S/G가 가동하는 동안 DP 미터들에 하여 Vent를 실시한다.

16. S/G 온도가 175도 정도 되면(30～40분소요) GIRLS pool tank 에 있는 Steam Valve밸

를 열고 실험을 실시한다.

종료 순서

1. Valve를 잠근다.

2. PC를 끈다.

3. DAS 본체(HP E1401A)를 끈다.

4. Distributor를 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스 치)

5. 냉각수 Main Valve를 잠근다.

6. 110[V] Power Supply를 끈다.

7. Heater Switch를 Off한다.

8. S/G(Steam Generator) Pump를 Off한다. 수 를 확인한다.

9. Demineralized Water 밸 를 잠근다.

10. 통제실 Power를 Off한다.

11. 내부실 등을 끈다.

Note) 증기발생기를 가동할 때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시 장 탱크에서의 수 는 충분히 확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는 실험 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펌 를 먼  가동해서 증기발생기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 된 

후에 히터를 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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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GIRLS 실험 장치에서의 증기응축 진동 실험은 실규모 장치인 

B&C 응축진동 실험 Matrix 설정  실험 결과 분석을 한 기  자료로서 활용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Test Section인 단일구멍  4-구멍을 가진 간이 Sparger를 제작하 으며 실험을 

수행하여 증기응축 역도를 작성하고 한 4-구멍 Sparger에서의 국부온도 특성 실험을 수행

하 다.

3.1 증기제트 응축유발 제트유동

   그림 6에는 실험에서 측정된 결과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난류제트 분석을 한 주요 유동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간이 스 져의 구멍에서 분사된 증기는 기 역(Initial Region)에서는 

Steam Plume을 형성하고 유입되는 물과는 일종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물과 증기사이의 열

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부분 물유동이 시작되는 Main Region은 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제트유동의 형태를 가지며 유동이 진행된다. 

이러한 난류제트 분석을 해서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주요 인자들의 정의는 그림 7에 나타내

었다. 난류제트의 유동분석을 해 필요한 제트의 가상 출발 인 과 제트의 심 속도  , 

제트 심속도의 반()에 해당하는 제트의 특성높이 , 그리고 제트의 확장기울기를 나타내

는   등이 있다. 

3.2 수평방향 제트유동

    수조내에서 증기제트가 응축되면서 형성되는 형 인 난류제트 유동에 해서는 앞 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6과 같이 개념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분사구멍에서 분출된 증

기는 물과의 경계가 원추모양을 형성하며 응축되고, 그리고 그 이후는 단상의 제트를 형성하며 

유동이 형성되게 된다. 수조내에 분사된 증기가 물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응축되는 역은 

Initial Region으로 그리고 응축이 완료되어 단상으로 난류제트가 형성되는 역은 Main 

Region으로 정의한다. 본 에서는 증기제트의 응축이 완료된 이후 형성되는 Main Region에서

의 난류제트를 실험 으로 연구하고 이를 이론 인 모델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 다.

수조내에서 증기제트가 응축되면서 형성되는 형 인 난류제트 유동특성을 악하기 하여 

증기응축 역도 상의 SC(Stable Condensation) 역에 한정하여 총 5경우에 한 실험이 수행

하 으며 각각의 실험조건은 표 6과 같다. 수행된 실험들은 모두 수조온도가 비교  낮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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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되었는데 이는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형성되는 난류제트가 단상유동 특성에 가깝

도록 하기 해서이다.

각각 측정된 경우에 한 난류제트 유동의 수평성분 속도분포에 한 결과를 그림 8～12에 나

타내었다. 그림 8～12에서 보여주듯이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형성된 단상의 난류제트의 유동

분포는 일반 인 단상의 난류제트 유동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기제트의 응축에 의하여 형성된 난류제트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측정된 속도분포 자료

를 바탕으로 주요 특성 자료를 도출하 다. 표 7에는 도출된 주요 특성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먼    인 수직( 는 반경)방향의 특성길이 를 계산하고, 그리고 특성길이를 연결하여 

만들어진 제트 Ray로 난류제트의 가상 출발 인 Pole의 치를 계산하 다.

증기응축에 의한 난류제트의 가상 출발 (Pole)은 단상 난류제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반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측정된 각각의 자료를 통하여 난류제트의 특성길이에 한 퍼짐계수

(Angular Coefficient) 는 0.10～0.12 범 에 들었으며 이는 Axially Symmetric Submerged 

제트 경우인 0.097에 근 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길이에 한 기울기 값의 

범 로 보건데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형성된 난류제트의 특성이 Axially Symmetric 

Submerged 제트와 비교  근 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반 으로 증기응축 향으로 난

류제트의 폭이 확장된다는 것으로 단된다.  

실험에서 측정된 난류제트의 특성을 좀 더 악하기 하여 Axially Symmetric Submerged 

제트의 이론 인 유동분포와 비교하 다[3]. 기 이 되는 경우는 Tollmien's Axially 

Symmetric Source로서 의 이론 인 분포를 난류 단응력 계수()와 연계된 인자로 나타

낸 것을 이용하 다.

      

  단,           (2)

수행된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Source 제트의 속도분포를 난류로 가정하면 =0.076를 

용할 수 있다. 이것들을 이용하여 이론 인 제트유동의 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

한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형성된 

제트유동의 형태가 Axially Symmetric Submerged 제트의 이론 인 유동분포에 매우 근 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온도분포에 하여도 이론 인 제트유동의 온도분포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을 그림 1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형성된 제트유동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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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ly Symmetric Submerged 제트의 이론 인 유동분포에 매우 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증기응축에 의한 제트의 특성에 해서는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단상 난류제트 모델이 그

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다만, 공 된 증기제트와 난류제트의 상 계를 찾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Tin et al.[4]에 의하면 증기응축에 의하여 형성된 난류제트의 심 속도

분포는 다음 계식 즉, 

      

 





      (3)

을 따른다 하 다.  계식은 공 된 증기제트 모멘텀과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형성된 난

류제트의 특성길이 범 내의 모멘텀과의 상 계를 실험데이터를 근거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

러나 본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 다. 

증기제트와 난류제트의 특성 길이내 모멘텀 계를 기본으로한 심속도   상 식을 본 실험 

결과에 용한 결과 

      

 





       (4)

와 같이 최 화되었으며 이에 한 측정 데이터와의 계는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10% 범 에서 실험결과에 한 상 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3.3 수직방향 제트유동

    원통 수조내 수직상방향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의 유동을 악하기 

하여 다양한 증기유속  수조온도에 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표 8 참조). 그림 16,17에는 수

조온도 30℃와 75℃인 경우 난류제트의 수직방향 속도벡터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증기제트 구멍에 가까운 곳에서 멀어질수록 속도분포가 넓게 퍼지는 형 인 제트유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인 증기응축에 의한 난류제트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직경 10mm 증기구멍의 경우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표 9에는 측정된 데이터를 기 으로 각 난류제트의 특성길이(yc)와 

제트의 가상출발 (Pole) 그리고, 제트의 확산폭을 정의하는 각도계수(dyc/dx)에 한 평가 결

과를 요약하 다. 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난류제트의 Pole은 일 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형성되는 난류제트의 요동이 매우 심하여 특성길이에 의

하여 계산되는 Pole의 치에 한 평가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증기제트가 분사되는 구멍 

부근에 Pole이 치하고 있는 것은 유의할 부분으로 단된다. 난류제트의 각도계수의 분포도 

0.081～0.154 사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단상난류제트의 경우 0.097인데 반하여 증기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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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에 의하여 형성되는 난류제트의 폭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측정된 난류제트의 특성을 좀 더 악하기 하여 Axially Symmetric Submerged 

제트의 이론 인 유동분포와 비교하 다. 기 이 되는 경우는 수평제트에 한 결과 분석에서 

인용한 Tollmien's Axially Symmetric Source[3]로서 의 이론 인 분포를 난류 단응력 

계수()와 연계된 인자로 나타낸 것을 이용하 다. Source 제트의 속도분포를 난류로 가정하여 

=0.076를 용하여 이론 인 제트유동의 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증기유속이 450kg/m
2
-s인 경

우의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증기제트 응

축에 의하여 형성된 제트유동의 형태가 Axially Symmetric Submerged 제트의 이론 인 유동

분포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조온도 45℃인 Case 45-450 (수

조온도: 45℃; 증기유속: 450kg/m
2
-s) 데이터  x=25cm에서의 값은 나머지 경우와 다른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여 평가한다면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의 

유동형상은 이론 인 단상유동 난류제트와 비교할 때 심에서 특성길이(yc)까지는 이론 인 

형상보다 속도 크기는 작지만 유동의 형상은 더 날카롭게 분포하지만 특성길이 이후에는 오히

려 반 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에는 수조온도와 제트온도 차이를 기 으

로한 무차원 온도에 하여 난류제트 이론과 비교한 것을 나타내었다. 증기응축에 의하여 유발

된 난류제트의 경우 온도 확산의 경향이 단상난류제트의 경우에 비교하여 훨씬 더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측정된 온도의 분포 역이 매우 넓은 것으로 보아 유동의 요

동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21에는 증기유속이 600kg/m
2
-s인 경우 그리고 그림 22,23에는 증기유속이 750kg/m

2
-s

인 경우에 한 무차원 속도  온도분포를 수조온도에 따라 실험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이론

인 모형과 비교하 다. 앞에서 설명한 증기유속이 450kg/m
2
-s인 경우와 비슷한 실험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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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수조내 수직상방 증기제트 응축 난류제트의 유동특성을 측정하기 한 국소응축 실험 장

치를 구성하고 실험을 수행하 다. 한 표 인 경우에 하여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

된 난류제트의 특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단상난류제트의 이론 인 모형과 비교

하 다. 실험결과에 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평 제트의 경우 증기제트에 의해 유발된 난류제트의 속도  온도 분포 특성이 단상

난류제트의 이론 인 측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 다.

2. 수직 상방 제트의 경우 증기제트에 의해 유발된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 분포 특성이 

단상 난류제트의 이론 인 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 으며 특히, 온도분포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직 상방 증기제트의 경우 증기제트 응축  온도 등에 의한 부

력 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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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IRLS 보일러 재원

제조사  모델명
Reimers Electra Steam Inc.;

RHPH-375

Type Electrical Heater Type

Heater Capacity 315 kW

Steam Flow Rate Maximum ～360kg/hr

Operating Pressure Maximum 9.3 barg

Water Supply 500ℓ/hr (Demi. Water)

Power Supply 440V, 3-Phase, 60Hz

Material Carbon Steel

Dimension W2.24m×D1.73m×H1.83m

표 2  GIRLS 주요 측정설비 재원 (수평분사)

측정변수 계측장치 재원

온도 K-Type 정확성: 0.6℃

압력 Rosemount 3051P
정확성: 0.5kPa

       (0.05% for full span)

유량
Rosemount 8800A

  (Vortex Meter)
1.35% for reading value

유속 Pitot Tube 정확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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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IRLS 장치 주요 계측기 (수직분사)

표 4  GIRLS 계측기 표시  치 (수평분사)

ID 치 측정변수

TC201 유량계 하류 유량계 하류 증기온도

TC202 Sparger 내부 Sparger 증기 온도

TC601 Cylinder Tank, (90,180,11)1) 수조 온도

TC602 Cylinder Tank, (90,180,10) 수조 온도

TC605 Cylinder Tank, (90,45,110) 수조 온도

TC606 Cylinder Tank, (90,45,10) 수조 온도

TC607 Cylinder Tank, (90,-45,110) 수조 온도

TC608 Cylinder Tank, (90,-45,10) 수조 온도

TC1 Tank 내부, 이동식 국부 온도

TC2 Tank 내부, 이동식 국부 온도

TC3 Tank 내부, 이동식 국부 온도

TC4 Tank 내부, 이동식 국부 온도

PT201 유량계 하류 증기압력

PT202 Sparger 내부 Sparger 증기 압력

FT201 증기 배 증기유량

DP202 Pitot 튜 제트유동 속도

주. 1) Cylinder Tank의 (r, θ ,z)는 수조 바닥 심을 원 으로 하고 반경(r)과 높이(z)를 cm로

      표시하고 θ는 원 과 사각 Pool 심과의 연결선을 기 으로 한 각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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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IRLS 계측기 Data Processing Calibration (수평분사)

ID Calibrator(y) Reading(x) Calibration Equation

TC201 Fluke744(℃) ℃ y=0.9998x-0.8418

TC202 Fluke744(℃) ℃ y=1.0004x+0.8403

TC601 Fluke744(℃) ℃ y=0.9996x+0.7270

TC602 Fluke744(℃) ℃ y=0.9998x+0.7928

TC605 Fluke744(℃) ℃ y=0.9997x-0.2341

TC606 Fluke744(℃) ℃ y=0.9996x+0.5003

TC607 Fluke744(℃) ℃ y=0.9997x-0.3236

TC608 Fluke744(℃) ℃ y=1.0001x-0.6345

TC1 Fluke744(℃) ℃ y=0.9996x+3.460

TC2 Fluke744(℃) ℃ y=0.9999x-1.7236

TC3 Fluke744(℃) ℃ y=0.9993x+2.2978

TC4 Fluke744(℃) ℃ y=0.9999x+1.0934

PT2011) DPI515(barg) V y=2.4996x-2.5207

PT202 DPI515(barg) V y=2.5027x-2.5181

FT201
Fluke744(mA)
(URV2)=2.22873ACMM3))

V y=0.5577x-0.5621

DP202 DPI510(barg) V y=0.6218x-0.6238

       주. 1) 압력 보정에 있어서 기압을 상 압으로 취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Steam Table 등에서 사용될 압력을 계산하기

             해서는 기  기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실의 온도 T[
o
C]인 경우의 

             기  기압 pa는 다음과 같다.

             p a = 1.013 * p c  [bar]

               where, p c =
g 실험실
g world

[ 1+ ( 20- T )
0.002
100

]  

                      g실험실=979.832 cm/ sec 2 ; g world=980.665 cm/ sec 2

          2) URV= upper range value 

          3) ACMM= actual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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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est Matrix for the Steam Condensation Induced Turbulent Jet Flow

실험 I.D. 수조온도 범 증기조건1) 측정지 2) 비고

 Case 1 31～36℃
 G～1,000kg/m2-sec
 Tsat～166℃

8,12,16cm

 Case 2 36～41℃ " "

 Case 3 15～22℃ " "

 Case 4 27～35℃ " "

 Case 5 39～48℃ " 8,12,16,20cm

주 1) 증기제트 공 (보일러)과 방출되는 제트구멍 사이에 완만한 과도상태가 유지되었는데

      이를 정상상태(Quasi-Equilibrium)로 간주함 

   2) 증기제트 구멍 출구로부터 수평거리

표 7  Characteristic Height, Pole, and Angular Coefficient of the Turbulent Jet

실험I.D.
(제트구멍 방 측정지 ) (cm)

xpole
1) (cm) dyc/dx 비고

8 12 16 20

 Case 1 0.73 1.28 1.61 - +1.25 0.11

 Case 2 0.76 1.20 1.69 - +1.54 0.12

 Case 3 0.83 1.27 1.60 - -0.73 0.10

 Case 4 0.80 1.29 1.70 - +0.80 0.11

 Case 5 0.82 1.20 1.62 1.99 -0.32 0.10

주 1) 제트구멍 출구를 기 으로 제트분사방향을 +로 표시

표 8  수직방향 국소 실험 Tes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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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증기응축 난류제트 특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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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S Tank

Test 
Section

unit: mm

CV

Steam 
Generator

Venturi Meter
Demi. Water

Tank

SV

Drain

Over 
Flow

DAS

Window 
Pexiglass

Feed 
Pump

2
5
0

1
0
5
0

1
5
0
0

1800

2
0
0

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the GIRLS Facility

unit:mm

10φ

5
0

TC3

85.6

4
5

37

Pitot Tube

Single-Hole
Sparger( 25)φ

TC1,2
( 0.5)φ

그림 2  Single-Hole Sparger and Pitot Tube/Thermo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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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소 실험장치의 개념도

 

그림 4  국부온도 계측용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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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체형 Probe의 유량측정 련 k-factor 교정결과

x

Jet Hole

Steam Plume

Main Region

Steam-Water
 Interface

Steam Flow d

y

Jet Velocity 
Profile

Pole

Initial Region

그림 6  Steam Jet Condensation-Induced Turbulent Jet Model and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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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0cm
x=15cm

x=25cm

Um

Um/2

yc

Xpole
dyc/dx

y

x

그림 7  난류제트 분석을 한 주요인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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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urbulent Jet Flow Distribution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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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urbulent Jet Flow Distribution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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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urbulent Jet Flow Distribution for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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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urbulent Jet Flow Distribution for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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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urbulent Jet Flow Distribution for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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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mparison of Dimensionless Velocities with the Theoretic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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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omparison of Dimensionless Temperatures with the Theoretic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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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omparison of -measured with -predicted Using th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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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조온도 30℃에서의 난류제트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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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수조온도 75℃에서의 난류제트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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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난류제트 이론과 무차원 속도분포 비교 (G=450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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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난류제트 이론과 무차원 온도분포 비교 (G=450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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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난류제트 이론과 무차원 속도분포 비교 (G=600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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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난류제트 이론과 무차원 온도분포 비교 (G=600kg/m2-s)



- 29 -

0.0 0.5 1.0 1.5 2.0 2.50.00

0.25

0.50

0.75

1.00

1.25

 

 
u/

u m

y/yc

 Theoretical
 Case 30-750
 Case 45-750
 Case 60-750
 Case 75-750

그림 22  난류제트 이론과 무차원 속도분포 비교 (G=750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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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난류제트 이론과 무차원 온도분포 비교 (G=750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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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수평방향 증기제트 실험 Data

수평방향 증기제트 실험에 한 Data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정리한다.

먼 , 측정된 Raw 데이터  일차 가공한 Data는 그 양이 상 으로 많아 일을 별도의 

Disk로 리하되 장된 일들을 정리한 목차를 본 부록에 포함하여 리하도록 하 다. 한 

일차 가공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에 사용된 Data는 본 부록에 수록하 다.

A-1: Raw Data  일차 가공한(Post) Data

Data Base 이름 Directory 이름 폴더 이름 Data 일 이름 비 고

수평제트 실험 Data

Raw Data

Case 1

Dx2003_0321_1112_case1_8_0a 
․
․

Dx2003_0321_1122a_case1_16_1.75

HP DAC

에 의해 취

득된 Data

Case 2

Dx2003_0321_1131_case2_8_0
․
․

Dx2003_0321_1144a_case2_16_1.75

Case 3

Dx2003_0401_1336_case3_8_0
․
․

Dx2003_0401_1351a_case3_16_2.25

Case 4

Dx2003_0401_1412_case4_8_0
․
․

Dx2003_0401_1436_case4_16_2.25

Case 5

Dx2003_0401_1520_case5_8_0
․
․

Dx2003_0401_1549c_case5_20_2.75

Post Data

Case 1

Dx2003_0321_1112_case1_8_0_outb

․
․

Dx2003_0321_1122a_case1_16_1.75_out

Raw Data

를 바탕으

로 일차 가

공한 Data

Case 2

Dx2003_0321_1131_case2_8_0_out
․
․

Dx2003_0321_1144a_case2_16_1.75_out

Case 3

Dx2003_0401_1336_case3_8_0_out
․
․

Dx2003_0401_1351a_case3_16_2.25_out

Case 4

Dx2003_0401_1412_case4_8_0_out
․
․

Dx2003_0401_1436_case4_16_2.25_.out

Case 5

Dx2003_0401_1520_case5_8_0_out
․
․

Dx2003_0401_1549c_case5_20_2.75_out

주 a: Dx2003_0321_1112_case1_8_0 → DAC No_MonthDay_Serial No_Test ID_x(cm)_r(cm)

   b: a와 같은 체계이며 말미에 추가된 _out 은 1차 가공된 Output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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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분석에 사용된 Data

 

표 A-1  Case 1에 한 분석용 Data Sheet

Test ID x(cm) r(cm) Tpool(℃) G(kg/m2-s) Ts(℃) Tpitot(℃) u(m/s) U0(m/s) u/U0

Case 1

8

0 31.14 1083.62 170.09 42.43 19.35 262.65 0.074 
0.25 31.45 1057.91 168.3 42.22 17.49 267.19 0.065 
0.5 31.77 1021.21 166.61 41.05 13.41 268.23 0.050 

0.75 32.03 987.45 165.1 39.86 10.04 268.67 0.037 
1 32.32 973.75 164.39 38.42 7.17 269.40 0.027 

12

0 32.51 1020.54 167.24 40.47 13.6 264.16 0.051 
0.25 32.74 1005.04 166.09 40.63 12.99 267.20 0.049 
0.5 33 996.03 165.55 40.39 11.65 268.17 0.043 

0.75 33.29 998.06 165.6 39.82 10.02 268.40 0.037 
1 33.49 997.72 165.84 39.36 8.2 266.81 0.031 

1.25 33.77 1002.49 166.11 39.09 6.9 266.40 0.026 

16

0 33.98 1014.74 167.09 40.16 10.49 263.57 0.040 
0.25 34.29 1000.73 165.92 40.39 10.05 267.11 0.038 
0.5 34.49 993.25 165.46 40.37 9.49 267.98 0.035 

0.75 34.71 996.84 165.58 40.19 8.69 268.20 0.032 
1 34.93 996.34 165.77 39.96 7.56 266.88 0.028 

1.25 35.1 1000.02 166.01 39.78 6.74 266.36 0.025 
1.5 35.44 1003.7 166.24 39.45 5.58 265.91 0.021 

1.75 35.63 1005.14 166.23 39.32 4.87 266.3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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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Case 2에 한 분석용 Data Sheet

Test ID x(cm) r(cm) Tpool(℃) G(kg/m2-s) Ts(℃) Tpitot(℃) u(m/s) U0(m/s) u/U0

Case 2

8

0 36.41 1073.19 169.5 47.63 18.99 263.66 0.072 
0.25 36.64 1036.57 167.48 47.16 16.99 266.82 0.064 
0.5 36.91 1006.06 166.09 46.11 13.32 267.47 0.050 

0.75 37.13 980.9 164.92 44.82 10.17 268.02 0.038 
1 37.32 971.69 164.37 43.45 7.04 268.96 0.026 

12

0 37.56 1041.64 168.23 45.63 13.63 263.51 0.052 
0.25 37.9 1016.95 166.74 45.65 12.83 266.31 0.048 
0.5 38.05 989.19 165.39 45.31 11.26 267.33 0.042 

0.75 38.29 973.9 164.62 44.77 9.51 267.99 0.035 
1 38.38 973.98 164.52 44.3 7.94 268.64 0.030 

1.25 38.67 982.69 164.92 43.77 6.52 268.51 0.024 

16

0 39 1043.96 168.28 45.16 10.62 263.79 0.040 
0.25 39.34 1008.39 166.33 45.34 10.16 266.60 0.038 
0.5 39.53 982.02 165 45.36 9.38 267.82 0.035 

0.75 39.68 973.17 164.52 45.16 8.61 268.42 0.032 
1 40.02 980.32 164.83 44.96 7.47 268.43 0.028 

1.25 40.16 994.53 165.55 44.88 6.81 267.76 0.025 
1.5 40.46 1003.45 166.24 44.61 5.86 265.85 0.022 

1.75 40.64 1019.16 166.94 44.54 5.17 265.6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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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Case 3에 한 분석용 Data Sheet

Test ID x(cm) r(cm) Tpool(℃) G(kg/m2-s) Ts(℃) Tpitot(℃) u(m/s) U0(m/s) u/U0

Case 3

8

1.25 16.76 1022.92 166.6 20.82 3.87 268.74 0.014 
1 16.4 1016.31 166.28 22.56 6.9 269.00 0.026 

0.75 16.15 1002.32 165.57 23.85 9.58 269.74 0.036 
0.5 15.81 985.33 164.68 25.34 13.51 270.75 0.050 

0.25 15.49 979.62 164.21 26.44 16.84 272.17 0.062 
0 15.07 997.49 164.66 26.42 17.75 274.22 0.065 

12

1.75 19.12 1005 166.02 22.36 3.69 267.63 0.014 
1.5 18.87 1002.7 165.85 23.1 5.34 268.08 0.020 

1.25 18.55 995.49 165.58 23.46 6.41 267.84 0.024 
1 18.27 993.59 165.42 24.22 8.1 268.33 0.030 

0.75 17.98 994.5 165.2 24.83 9.89 269.96 0.037 
0.5 17.74 993.19 165.11 25.43 11.6 270.17 0.043 

0.25 17.53 1000.13 165.57 25.67 12.55 269.15 0.047 
0 17.23 1022.19 166.86 25.61 13.55 266.93 0.051 

16

2.25 22.43 1006.53 166.15 24.75 3.06 267.22 0.011 
2 21.86 1003.08 166.05 24.84 4.08 266.93 0.015 

1.75 21.52 1001.56 165.85 24.63 4.18 267.77 0.016 
1.5 21.25 1000.84 165.88 25.41 5.81 267.39 0.022 

1.25 20.94 999.89 165.87 25.34 6.13 267.20 0.023 
1 20.62 994.06 165.58 25.39 7.05 267.45 0.026 

0.75 20.36 990.37 165.3 25.68 8.08 268.21 0.030 
0.5 20.11 991.1 165.18 26.06 9.33 269.16 0.035 

0.25 19.85 993.63 165.4 25.9 9.71 268.46 0.036 
0 19.55 1005.93 166.43 25.82 10.24 265.3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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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Case 4에 한 분석용 Data Sheet

Test ID x(cm) r(cm) Tpool(℃) G(kg/m2-s) Ts(℃) Tpitot(℃) u(m/s) U0(m/s) u/U0

Case 4

8

1.25 28.55 996.73 165.79 32.69 3.76 266.86 0.014 
1 28.25 994.69 165.85 34.37 6.68 265.94 0.025 

0.75 28.05 992.88 165.63 35.9 9.89 266.82 0.037 
0.5 27.89 992.98 165.47 37.39 13.63 267.85 0.051 

0.25 27.65 994.95 165.59 38.5 17.07 267.63 0.064 
0 27.42 1001.86 166.34 38.74 18.41 264.81 0.070 

12

1.75 30.62 998.62 165.98 33.68 3.23 266.18 0.012 
1.5 30.33 999.94 166.04 34.52 4.93 266.16 0.019 

1.25 30.14 998.33 166.04 35.5 6.97 265.73 0.026 
1 29.88 994.06 165.81 35.81 8.11 266.02 0.030 

0.75 29.53 992.63 165.52 36.37 9.9 267.44 0.037 
0.5 29.32 990.46 165.36 36.88 11.79 267.86 0.044 

0.25 29.14 992.33 165.62 37.08 12.89 266.74 0.048 
0 28.82 1003.93 166.6 37 13.49 263.75 0.051 

16

2.25 35.22 1015.82 166.79 37.92 3.3 265.70 0.012 
2 34.96 1017.55 166.87 38.1 4 265.66 0.015 

1.75 34.76 1017.28 166.92 38.51 5.18 265.28 0.020 
1.5 34.45 1011.65 166.63 38.62 5.78 265.60 0.022 

1.25 34.2 1001.09 166.1 38.95 6.84 266.09 0.026 
1 33.98 995.54 165.55 39.07 7.68 268.04 0.029 

0.75 33.76 980.5 164.82 39.26 8.5 268.54 0.032 
0.5 33.53 972.64 164.52 39.25 9.22 268.27 0.034 

0.25 33.29 980.66 165.05 39.24 9.75 267.14 0.036 
0 33.02 1014.14 166.56 39.26 10.39 266.6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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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  Case 5에 한 분석용 Data Sheet

Test ID x(cm) r(cm) Tpool(℃) G(kg/m2-s) Ts(℃) Tpitot(℃) u(m/s) U0(m/s) u/U0

Case 5

8

1.25 40.2 1009.12 166.63 44.26 3.47 264.93 0.013 
1 39.96 1005.18 166.43 45.99 6.71 265.13 0.025 

0.75 39.64 991.3 165.83 47.1 9.47 265.15 0.036 
0.5 39.39 973.89 164.95 48.26 12.32 265.92 0.046 

0.25 39.1 966.33 164.45 49.31 16.08 266.97 0.060 
0 38.84 952.53 164.53 49.52 17.43 262.66 0.066 

12

1.75 42.17 996.46 166.05 45.5 3.6 265.17 0.014 
1.5 41.99 994.95 166.05 46.19 5 264.77 0.019 

1.25 41.74 991.8 165.88 46.58 6.09 264.98 0.023 
1 41.47 988.36 165.61 47.34 7.92 265.73 0.030 

0.75 41.2 988.75 165.39 47.84 9.63 267.21 0.036 
0.5 40.93 982.47 165.14 48.15 10.94 267.07 0.041 

0.25 40.72 991.43 165.73 48.43 12.17 265.81 0.046 
0 40.47 1005.72 166.89 48.34 13.13 262.45 0.050 

16

2.25 45.4 998.43 166.21 47.99 3.02 264.70 0.011 
2 45.24 993.6 165.7 48.59 4.21 266.58 0.016 

1.75 45.05 984.08 165.14 48.56 4.68 267.51 0.017 
1.5 44.83 972.07 164.55 49.06 5.75 267.93 0.021 

1.25 44.69 963.24 164.23 49.16 6.4 267.50 0.024 
1 44.5 964.27 164.33 49.39 7.25 267.15 0.027 

0.75 44.29 981.37 165.22 49.71 8.37 266.27 0.031 
0.5 44.1 1005.47 166.39 49.73 9.03 265.45 0.034 

0.25 43.85 1030.08 167.58 49.91 9.92 264.53 0.037 
0 43.63 1048.13 168.81 49.7 10.34 261.63 0.040 

20

2.75 47.68 1005.82 166.5 49.64 2.48 264.87 0.009 
2.5 47.5 1003.37 166.44 49.56 2.73 264.59 0.010 

2.25 47.32 999.65 166.25 50.03 3.57 264.78 0.013 
2 47.18 993.68 166.03 50.03 3.98 264.55 0.015 

1.75 46.98 987.51 165.75 50.44 5.06 264.63 0.019 
1.5 46.82 989.8 165.52 50.37 5.23 266.68 0.020 

1.25 46.64 979.57 165.02 50.45 5.75 267.03 0.022 
1 46.45 970.72 164.64 50.65 6.55 266.99 0.025 

0.75 46.25 970.85 164.65 50.7 6.97 266.96 0.026 
0.5 46.09 981.49 165.21 50.69 7.54 266.37 0.028 

0.25 45.88 1002.74 166.34 50.77 8.07 265.04 0.030 
0 45.59 1024.22 167.87 50.54 8.25 261.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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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제 GIRLS 장치를 이용한 증기제트응축 유발 제트유동 실험

 

연구책임자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 자)
 김 연 식 (열수력 안  연구부)

연 구 자  부 서 명  윤  , 송 철 화 (열수력 안  연구부)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7

페 이 지     41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7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외비(   ), 

 __ 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 탁기  계약번호

록 (15-20 내외)

  GIRLS 장치를 이용하여 단일구멍에서 분사되는 증기제트의 응축에 의해 유발되는 난류제의 특

성을 규명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수평제트와 수직제트 두가지 경우에 하여 수행

되었다.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피토 과 열 들이 사용되었다. 수조내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의 반 인 유동 형태는 축 칭 난류제트의 형태와 유사함을 확

인하 다. 난류제트의 퍼짐계수는 통 인 축 칭 난류제트 비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에서도 정량 으로 비교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수평 증기제트 응축에 의하여 유발된 난류제트 해석에는 통 인 단상 축

칭 난류제트의 일반 인 이론이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수직상방 제트의 경우는 실

험결과가 이론 인 경향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확인하 는데 이는 부력효과에 의한 향이 제트

유동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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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3391/2007

Title / Subtitle Test for Jet Flow Induced by Steam Jet Condensation Using

the GIRLS Facility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Kim Yeon-Sik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Y.J. Yoon, C.H. Song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Division)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7

Page    41  p. Ill. & Tab. Yes( ∨ ),  No (  )  Size    
           

  27 cm

Note  

Classified Open( ∨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urbulent jet induced by steam jet condensation in a 

water tank through a single-hole sparger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GIRLS facility.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respect to two cases, e.g. horizontal 

and vertical upward injections. 

  For the measurements, pitot tube and thermocouples were used for turbulent flow velocity 

and temperatures, respectively. Overall flow shapes of the turbulent jet by the steam jet 

condens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axially symmetric turbulent jet flows. The angular 

coefficients of turbulent rays are quantitatively comparable between the traditional turbulent jet 

flows and the turbulent jet flows induced by the steam jet condensation in this work. 

  Although the turbulent flows were induced by the horizontally injected steam jet 

condensation, general theory of turbulent jets was found to be applicable to the turbulent flows 

of this work. But for the vertically upward injection case, experimental data were quite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ones, which is considered due to the buoyancy effect.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GIRLS, Steam Jet, Condensation, Turbulent Jet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1. 서 론
	2. 국소 응축 실험 장치
	2.1 GIRLS 주요 재원
	2.2 수평방향 실험장치
	2.3 수직방향 실험장치
	2.4 실험 데이터 취득계통
	2.5 실험 절차

	3. 실험 결과
	3.1 증기제트 응축유발 제트유동
	3.2 수평방향 제트유동
	3.3 수직방향 제트유동

	4. 결 론
	5. 참고문헌
	부록 A 수평방향 증기제트 실험 Data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