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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코드 내 펌프 모델

요 약 문

본 기술보고서는 SPACE 코드에서 사용되는 펌프 기기 모델을 기술하고 있다. 원자로 냉

각재 펌프를 모의하기 위해 기존 코드들이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한 SPACE 코드에서 사용된 펌프 모델이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SPACE 코드에서 사용된 펌프 설계사항, 전산 코드 프로그램 구현 내용, 모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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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Component Model in SPACE Code

Summary

This technical report describes the pump component model in SPACE code. A

literature survey was made on pump models in existing system codes. The models

embedded in SPACE code were examined to check the confliction with intellectual

proprietary rights. Design specifications, computer coding implementation, and test

results are included in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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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론

본 보고서는 국산 안전해석코드 개발 과제의 특수 기기인 펌프에 관한 것으로, 원자로 냉각

재 펌프에 맞는 펌프 모델 선정, 펌프 설계, 코드 구현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통하여 냉각재를 순환시켜 연료에서 발생된

열을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냉각재 펌프는 노심, 증기 발생기 튜브 및 배

관에서의 압력 손실을 극복하고 냉각재를 강제순환하는 터보형/원심형 펌프이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모델은 펌프가 생산한 압력과 소산 에너지를 각각 코드의 운동량 방정

식과 에너지 방정식에 반영한다. 즉, 펌프의 양정은 모멘텀으로 변환되어 운동량 방정식에 반영되

고, 펌프에서 발생한 열은 소산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방정식에 반영된다.

2장에서는 기존 코드들이 사용하는 펌프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각 모델의 지적재산권

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SPACE 코드가 Homologous 데이터로부터 펌프의 양정과 토크

를 얻는 방법과 펌프의 회전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장은 펌프 모델이

전산 코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기술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펌프 모델에 대한 시험결과를 다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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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존 코드 검토

대부분의 기존 코드(RELAP5/MOD3.3, TRACE, RETRAN-3D, CEFLASH-4A 등)는 펌프 성능

데이터는 다르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펌프의 양정과 토크를 계산하고 있다.

2.1 RELAP5
이상유동 운전 조건에서 가장 낮은 성능 한계 곡선을 완전 저하된(fully-degraded) 이상유동

성능 곡선이라고 한다. 이 때 이상유동 운전 시 양정(: head)과 수력 토크(: hydraulic toruq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2.1-1)

 


 (2.1-2)

여기서 , , , , 은 각각 단상유동, 완전 저하된 이상유동, 증배계수, 유체혼합 밀도, 펌

프의 정격 밀도이다. 단상유동 및 완전 저하된 이상유동에서 양정과 토크는 Homologous 곡선 데

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다. 증배계수 와 는 에 따라 달라진다. 단상유동에 적용되는 상사

성 원리가 이상유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펌프 마찰 토크  는 펌프 회전속도()의 3차 함수로 주어진다. 여기서 sign()는 펌프의

회전속도  의 부호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sign
 

 



 



 (2.1-3)

LOFT 일차계통 펌프들은 실제 크기 PWR 펌프를 잘 모사하기 위하여 모터 발전기, 
Flywheel, Fluid Coupling, 능동조절계통(Active Control System)을 고려하고 있다. RELAP5 코드는

이를 위해 펌프의 관성(Ip: pump inertia)을 상수로 주거나, 다음과 같이 펌프의 속력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4)

: 펌프의 정격 회전속도(rad/s)

    :입력데이터

펌프의 회전속도는 다음의 관성력-토크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은 모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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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펌프가 트립되면 0.0 이 된다.




   →    ∆ 

≠∆
 (2.1-5)

    (2.1-6)

펌프는 하나의 볼륨(volume)과 입구와 출구에 해당하는 두 개의 정션(jun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정에 의한 모멘텀 상승은 중력과 같은 일종의 body force로 취급하고, 모멘텀 상승 값을

두 정션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각 상의 모멘텀 방정식에 추가되는 모멘텀은 다음과 같다.







   





  
 



   (2.1-6)

펌프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은 에너지 방정식의 소산에너지 항으로 나타난다. 에너지 방정식에 추

가되는 열은 다음과 같다.

DISS   









 












(2.1-7)

DISS   









 












(2.1-8)

여기서 , 는 각각 볼륨의 단면적과 유체의 열용량이다.

2.2 TRACE
TRACE에서 사용된 모델은 TRAC, RELAP5, RETRAN 코드의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펌프

모터에 파워가 트립되면 로터에 가해지는 토크에 따라 펌프 속도가 변한다. 모터 로터에 작용하

는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2.2-1)

여기서 , , 는 각각 로터의 관성모멘트(momentum of inertia), 임펄러에 작용하는 수력 토크, 

마찰 토크이다. 마찰 토크는 펌프의 회전속도()와 정격 회전속도()의 비로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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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TRACE에서 펌프는 2개 이상의 셀(cell)을 갖는 1D 파이프로 취급되지만 임펠러가 위치한

정션에서 모멘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2.2-1 TRACE에서 펌프 모델




 



 
 · 


  




cos (2-2-3)


  

 (2-2-4)

여기서  와   는 각각 모멘텀 셀의 길이이고 모멘텀 셀에서의 평균 밀도이다. 

은 임펠러 전후의 압력상승 값으로 펌프 성능곡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2-2-5)

압력 상승 값 와 냉각제 속도에 따른 미분 값 은 time step 초기에 계산된다.
펌프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은 임펠러가 위치한 정션의 바로 다음 하류 셀에 추가한다. 

즉 그림 2.2-1에서 속도가 + 이면 j+1 셀에 열발생량을 추가하고 속도가 -이면 j 셀에 열발생량을

추가한다. 각 상에 추가되는 열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2.2-6)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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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여기서 은 질량유량(mass flow rate)이다.

2.3 CEFLASH-4A
CEFLASH-4A 펌프는 Palisades 1/5 비례축소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펌프 임펠러(Impeller) 속도




    
 (2.3-1)

 = Electrically induced torque acting on the rotor, ft-lbf

 = Hydraulic torque exerted on the fluid by the pump impeller, ft-lbf

 = Torque exerted on the rotating assembly due to bearing friction and windage losses, 

ft-lbf

 = Gravitational constant, 32.174 lbm-ft/lbf-sec2

 = Moment of inertia of the rotating assembly, lbm-ft2

수력 토크

 











  for  ≤

  for  ≥

(2.3-2)

 = Ratio of the hydraulic torque to the rated hydraulic torque, ≡

 = Ratio of the pump speed to the rated pump speed, ≡

 = Ratio of the volumetric flow rate to the rated volumetric flow rate, ≡

 = Density of coolant, lbm/ft3

 = Density corresponding to pump rated conditions, lbm/ft3

 = Degradation Multiplier: the degradation multiplier is a function of the void fraction.

마찰과 윈디지(Windage)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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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Input constant, ft-lbf

 = Ratio of the pump speed to the rated pump speed, ≡

펌프 양정














 

  for  ≤


 

  for  ≥

(2.3-4)

 = Pump head, ft of water

 = Rated pump head, ft of water

 = Ratio of the pump head to the rated pump head, ≡

 = Degradation multiplier: the degradation multiplier is a function of the void fraction


 Difference between single phase and "degraded" two-phase heads as obtained 

form the "difference" homologous head curve. 

2.4 지적 재산권 검토

RELAP5/MOD3.3, TRACE, RETRAN-3D, CEFLASH-4A, CATHENA 등 대부분의 기존 안전해

석 코드가 채택하고 있는 펌프 모델은 적용 펌프 데이터에서 차이를 보일 뿐, 동일한 방법으로

양정과 토크를 계산하고 있다. 양정과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은 NUREG 보고서 (1978)에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재펌프의 양정과 펌프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개된 지 20년 이상 된 기술

이므로 특허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코드가 기본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펌프 데이터는 펌프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면 SPACE 코드도 펌프 데이터

를 내장하여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SPACE 코드는 실제 RCP 실험데이타가 아닌 축

소모형 실험인 Semiscale MOD1 펌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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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ACE 펌프 모델

SPACE 펌프 모델은 원심형 원자로냉각재 펌프를 위한 것이다. 펌프는 하나의 셀(cell)과 두

개의 페이스(face)로 구성된다. 두 페이스는 펌프 입구와 출구에 각각 연결된다. 펌프 양정, 토크, 
회전속도는 모두 체적에서의 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펌프 양정에 의해 발달된 모멘텀은 입구와

출구 페이스에 동일하게 배분되고 중력과 같은 일종의 body force로 취급한다.

3.1 모멘텀 및 에너지 생성

3.1.1 모멘텀 생성

펌프의 양정은 셀에서의 물성치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양정은 체적유량(Q)을 통하여 각 상

의 속도와 implicit하게 연계된다.

  
 



· (3.1-1)

펌프 양정에 의하여 상승한 모멘텀은 중력과 같은 일종의 body force와 같이 취급하고, 상승한 모

멘텀은 펌프의 입․출구에 해당하는 두 페이스에 동일하게 배분된다. 따라서 페이스에 추가되는 모

멘텀은 다음과 같다. 단위는 N/m3이다.







   (3.1-2)

여기서 과 는 펌프 셀에서 유체 평균 밀도와 셀의 길이이다.

3.1.2 열생성

펌프에서 발생한 단위 부피당 열은 다음과 같다.



 (3.1-3

여기서 A와 V는 각각 펌프 셀의 단면적과 부피이고, 은 수력 토크로 운전조건에 따라

Homologous 곡선 데이터로부터 얻는다. 발생한 열은 k 상에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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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k 상 유체의 열용량이다.

3.2 Homologous 곡선 데이터

일반적으로 펌프의 양정()과 토크()는 체적유량()과 회전속도()의 관계로 표시되는 4-

사분면(Four Quardrant) 데이터로 기술되며, 이 데이터는 펌프 제작자가 실험을 통해 제공한다. 그
러나 4-사분면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며, 코드에 사용되기 위

해서는 2차원 보간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SPACE 코드는 실험 데이터를 무차원 수를 이용하

여 단순화 시킨 Homologous 곡선 테이터를 사용한다. 펌프의 정격 회전속도, 정격 양정, 정격 토

크, 정격 유량을 각각 , , , 이라고 할 때 다음의 무차원 수를 정의한다.

   (회전속도) (3.2-5)

   (양정) (3.2-6)

    (수력 토크)  (3.2-7)

    (유량) (3.2-8)

Homologous 곡선 데이터는 와 의 부호와 의 범위에 따라 8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8

개 영역에서 x 축의 값은  또는  이고, 이 때 y 축의 값은 양정은  또는 이고 토

크는  또는  값이 된다. 즉 와 로부터 양정과 토크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식 3.1-1에서

dH/dQ는 펌프의 회전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Homologous 그래프의 x 축 종류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axis 



 


·


 


·  axis

(3.2-9)

여기서 는 Homologous 그래프상에서 기울기 값이다.
수력 토크()는 Homologous 데이터에서 얻은 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2-10)

Homologous 곡선 데이터로부터 단상유동과 완전 저하된 이상유동에 대한 양정과 토크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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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부터 양정과 토크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2-11)

   (3.2-12)

여기서 1와 2는 각각 단상유동과 완전 저하된 이상유동을 나타낸다. SPACE 코드에는 1-1/2 
loop MOD1 Semiscale 펌프에 대한   값이 내장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homologous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승수배수   또한 TRAC-M 코드에서 사용한 값이 기

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

3.3 펌프 회전속도

시간에 따른 회전속도가 주어진 테이블(TDV table, time-dependent velocity tale)이 없으면 회

전속도는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의 지배를 받는다.

 


  (3.3-1)

여기서  는 펌프 로터의 관성모멘트, 는 모터 토크, 은 마찰 토크이다. 이 관계식을 통해

현재시간 펌프 속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3-2)

모터 토크 는 모터의 트립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펌프가 트립되면 모터 토크는 0.0이 된다. 트

립되지 않으면 두 가지로 경우로 나뇐다. 회전속도에 따라 모터 토크 테이블(VDT table: velocity- 
dependent torque table)이 주어지면 모터 토크는 사용되지 않으나 프로그램 상에서 0.0으로 설정되

고,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으면  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VDT 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모터가 트립되지 않았을 때는 펌프속력이 일정하다.
한편 시간에 따른 회전속도가 주어진 테이블이 있으면 펌프 속력은 쉽게 결정된다. 그러나

이 테이블이 있다고 하더라고 펌프가 트립되면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식 3.3-1, 식 3.3-2)으로 펌

프 속력을 계산한다.
펌프의 로터가 고착(locked)되는 경우에는 펌프는 즉시 멈춘다. 이 때 모터 토크는 0.0 이 된

다. 펌프가 고착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 이후에는 펌프는 항상 고착 상태가 된다.
마찰 토크( )는 회전속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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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
 

 



 



 (3.3-3)

또한 로터의 관성모멘트도 회전속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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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ACE 모델 구현

4.1. 솔버와의 연계

N_component_models_prehydro.cpp 파일 내 void component_models_prehydro() 함수에서 다

음 코딩은 펌프의 양정과 토크를 계산하고, 양정은 펌프와 연결된 두 페이스에 양분된다.

for(i=0;i<PumpData::n_pumps;i++) 

{

pump[i].PumpAct();

cid  = pump[i].v_first;

lfid = N_cell[cid]->subfid[0][0];

rfid = N_cell[cid]->subfid[1][0];

N_cell[cid]->pumphead = pump[i].phasedata.pumphead_total;

N_cell[cid]->torque = pump[i].phasedata.pumptorque_total;

N_cell[cid]->omega = pump[i].newpumpvelocity;

N_face[lfid]->pumphead = N_cell[cid]->pumphead/2.e0;

N_face[rfid]->pumphead = N_cell[cid]->pumphead/2.e0;

}

N_component_models_postmom.cpp 파일 내 void component_models_postmom() 함수에서 다음

코딩은 양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멘텀을 계산하고, 그 모멘텀을 body force 형태로 펌프와 연결된

두 페이스에 전달한다.

{

// gas-momentum source

N_face[lfid]->sgld[0] += fabs(g_gravity[2])*N_face[lfid]->pumphead 

*N_face[lfid]->alphAg/(N_face[lfid]->alphAg + l_eps);

// liq-momentum source

N_face[lfid]->sgld[1] += fabs(g_gravity[2])*N_face[lfid]->pumphead 

*N_face[lfid]->alphAl/(N_face[lfid]->alphAl + l_eps);

// drop-momentum source

N_face[lfid]->sgld[2] += fabs(g_gravity[2])*N_face[lfid]->pumphead 

*N_face[lfid]->alphAd/(N_face[lfid]->alphAd + l_eps);

// gas-momentum source

N_face[rfid]->sgld[0] += fabs(g_gravity[2])*N_face[rfid]->pumphead 

*N_face[rfid]->alphAg/(N_face[rfid]->alphAg + l_eps);

// liq-momentum source

N_face[rfid]->sgld[1] += fabs(g_gravity[2])*N_face[rfid]->pump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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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face[rfid]->alphAl/(N_face[rfid]->alphAl + l_eps);

// drop-momentum source

N_face[rfid]->sgld[2] += fabs(g_gravity[2])*N_face[rfid]->pumphead 

*N_face[rfid]->alphAd/(N_face[rfid]->alphAd + l_eps);

}

N_component_models_postME.cpp 파일 내 void component_models_postME() 함수에서 다음

코딩은 토크에 의하여 발생한 총 에너지를 계산하고 각 상의 에너지 방정식에 분배하여 전달한

다.

for(int i =0; i < PumpData::n_pumps; i++) 

{

cid = pump[i].v_first;

pump_dissipation = N_cell[cid]->torque * N_cell[cid]->omega 

- abs(g_gravity[2])*N_cell[cid]->pumphead

* (N_cell[cid]->alphAg * N_cell[cid]->rhOg * N_cell[cid]->Ug[0] 

+N_cell[cid]->alphAl * N_cell[cid]->rhOl * N_cell[cid]->Ul[0] 

+N_cell[cid]->alphAd * N_cell[cid]->rhOd * N_cell[cid]->Ud[0])

*N_cell[cid]->Area[0]*N_cell[cid]->epsilon;

mixture_heatcapacity = 

    N_cell[cid]->alphAg * N_cell[cid]->rhOg * N_cell[cid]->cPg

  + N_cell[cid]->alphAl * N_cell[cid]->rhOl * N_cell[cid]->cPl

  + N_cell[cid]->alphAd * N_cell[cid]->rhOd * N_cell[cid]->cPd;

N_cell[cid]->cellsource[1] += pump_dissipation 

* N_cell[cid]->alphAg * N_cell[cid]->rhOg * N_cell[cid]->cPg

/mixture_heatcapacity; 

N_cell[cid]->cellsource[2] += pump_dissipation 

* N_cell[cid]->alphAd * N_cell[cid]->rhOd * N_cell[cid]->cPd

/mixture_heatcapacity; 

N_cell[cid]->cellsource[3] += pump_dissipation 

* N_cell[cid]->alphAl * N_cell[cid]->rhOl * N_cell[cid]->cPl

/mixture_heatcapacity; 

}

N_UpdateHydroVar.cpp 파일 내 void update_hydro_var()함수에서 다음 부분은 셀 및 페이

스 물성치를 현재 시간 값으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전 시간의 셀 물성치를 이용하여 펌프 유량

을 계산한다. VolFlowrate_old()는  을 계산하여 vol_flowrate_old 변수에 저장한다.

for(int i =0; i < PumpData::n_pumps;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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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i].Calc_VolFlowrate_old();

}

for(i =0; i < N_BaseCellData::ncells;  i++)

{

N_cell[i]->update_cell_property();

}

for( j = 0; j < N_BaseFaceData::nfaces; j++)  

{

N_face[j]->update_face_property();

}

4.2. 구현함수 설명 및 순서도

4.2.1. PumpAct()

솔버에서는 펌프의 양정과 토크를 얻기 위하여 PumpAct()를 실행한다. 
 

void PumpData::PumpAct() 

{        

         PumpInitialize() ;

         if (is_pump_option == CENTRIFUGAL)

         {

                  Centrifugal_Act() ;                // for RCP pumps

         }

         else                                                 

         {

                  pdp_act() ;                        // for PDP pumps

         }

 

         if(no_reverse)

                  newpumpvelocity = max (0.0, newpumpvelocity) ;

         

         PumpOutput();

 

         indicator_phase = 0 ;

}

 

여기서 PumpInitialize() 함수는 각 종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하는 함수이다. 펌프가 원심형 펌

프일 때에는 Centrifugal_Act()는 함수가 실행되며, 왕복동 펌프일 때에는 PDP_Act() 함수가 실

행된다. 현재는 원심형 펌프만 구현되어 있다.



- 19 -

4.2.2. PumpInitialize()

PumpInitialize() 함수는 이전시간 회전속도(), 트립 신호 및 트립 시간, 펌프 내 압력, 
기포율, 연속액체 분율, 펌프의 초기 회전속도 등을 설정한다. 초기 회전속도는 여러 조건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TDV 테이블(time-dependent velocity table)이 없을 때에는 정격 회전속도

와 무차원 초기 회전속도 값으로부터 초기 회전속도를 계산한다. TDV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TDV 테이블로부터 초기 회전속도를 얻는다. 그러나 TDV 테이블이 있어도 펌프가 트립된 경우에

는 정격 회전속도와 무차원 초기 회전속도 값으로부터 초기 회전속도를 계산한다.

void PumpData::PumpInitialize()

{

p_trip = trip[no_signal].trip_state;

trip_time = trip[no_signal].trip_time;

pressure = pcell->press ;

a_liq=pcell->a_liq+pcell->a_dis;

a_vap = pcell->a_vap ;

if (is_new_problem)

{

if (header1.nOstep==0)

{

if (vtable_tdpvc->n_data>1)

{

if(p_trip)

oldpumpvelocity = Initial_pump_vel * rated_pumpvelocity;

else

oldpumpvelocity = 

linear_interpolation(header2.currenTtime,vtable_tdpvc->ptr_pumptable,vtable_tdpvc->n_data) ;

}

else

{

oldpumpvelocity = Initial_pump_vel * rated_pumpvelocity;

}

}

else

{

oldpumpvelocity = newpumpvelocity;

newpumpvelocity = 0.0 ;

}

}

else

{

oldpumpvelocity = newpump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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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pumpvelocity = 0.0 ;

}

}

4.2.3. Centrifugal_Act()

이 함수는 원심형 펌프에 대하여 양정, 토크, 펌프 속도 등을 계산한다.
 

void PumpData::Centrifugal_Act()

{

        Calc_VolFlowrate() ;

        Read_Homologous() ;

        If_TwoPhase() ;

        

        if (vtable_tdpvc->n_data>1)

        {

               TimeDependentVeolcity() ;

        }

        else

        {

               PumpVelocity() ;

        }

}

여기서 vtable_tdpvc->n_data은 TDV 테이블에서 (시간,펌프속력) 쌍의 수로, 데이터 쌍이 2개 이

상이면 TimeDependentVelocity() 함수가 실행되고 데이터 쌍의 수가 1 이하이면 PumpVelocity() 
함수가 실행된다. TimeDependentVelocity() 함수에서는 펌프가 트립되지 않은 경우에 TDV 테이

블로부터 을 얻고, 트립되면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식 3.3-1, 식 3.3-2)으로 을 계산한

다. PumpVelocity() 함수는 펌프의 트립 및 고착(locked) 조건에 따라 펌프를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으로 을 계산한다. 자세한 순서도는 아래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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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_VolFlowrate()

Q n+1 계산

Read_Homologous()

α=ωn/ωR, v=Q
n/QR 을 바탕으로

H1, T1, dH/dQ 을 얻음

Htotal ß H1

Τtotal ß τ1

α=ωn/ωR, v=Q
n/QR 을 바탕으로

ΔH=H1-H2, Δτ=τ1-τ2, Δ(dH/dQ) 얻음

※ α= v = 0.0 이면 H = τ= 0.0

If_TwoPhase()

Hn+1total ß Htotal+ (dH/dQ)(Q
n+1-Qn)

τn+1
total ß τtotalρ

n/ρR

※ τhy =τn+1
total

단상?
N

Y Htotalß H1- MHΔH

τtotalß τ1- MτΔτ

dH/dQ ß dH/dQ - MHΔ(dH/dQ) 

Centrifugal_Act() 함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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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_Inertia()

TDV 테이블 존재?

TimeDependentVelocity()

ωn+1을 TDV 테이블에서 얻음

trip?
Y Y

N
PumpVelocity()

locked?
YN

trip? ωn≤ε?

PumpStop()

ωn+1 = 0.0

τm = 0.0

N

Y

N

Friction_Torque()

τn+1
total ß τn+1

total + sign(ω
n)τfric

Momentum of inertia 계산

MotorTorque_NewVelocity()

VDT 테이블
존재?

N

Y
trip?

Y

τm = 0.0

τm를 테이블에서 읽음

N τm = τn+1
total

τnet=τm- τn+1
total 

τnet=I(dω/dt)로 ωn+1 계산

N

Y

※ PumpStop()이 실행됐거나,

ωn+1을 TDV 테이블에서 얻었는가?

Centrifugal_Act() 함수 종료

Y

N

그림 4.2-1 원심형 펌프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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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서도에서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착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립신호가 발생하면 VDT 테이블 (velocity-dependent 

torque table)과 TDV 테이블에 상관없이   이 되고 은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

의 지배를 받는다.
▪ 고착신호가 발생하면 펌프는 즉시 정지하고 모터 토크는 0.0 이 된다. 그러나 TDV 테이

블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착신호가 발생하더라도 고착신호는 작동하지 않는다.
 

트립신호와 고착신호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TDV 테이블과 VDT 테이블를 사용자

가 입력했는지에 따라 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 TDV 테이블도 없고 VDT 테이블도 없는 경우,   가 되고 이 때  이

된다.

▪ TDV 테이블은 없고 VDT 테이블은 있는 경우, 를 VDT 데이블에서 얻고 은 관성

모멘트-토크 관계식으로 계산된다.

▪ TDV 테이블이 있는 경우, VDT 테이블에 관계없이 은 TDV 테이블을 통해서 얻는다. 
는 프로그램 상 0.0으로 설정된다. 고착신호가 발생하더라고 고착신호는 작동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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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펌프 시험결과

5.1. 시험조건

시험에 사용된 펌프는 APR1400에 사용되는 것으로, 펌프의 고유치(Homologous 곡선 데이

터,  회전속도에 따른 모터 토크)는 5.3절 SPACE 입력 예시에서 찾을 수 있다. 펌프의 정격 값

(rated value)은   rad/s,   m3/s,   m,   N·m,  N·m, 

  kg/m3이다. 시험 입력은 그림 5.1-1에 나타나 있다. 단상유동 시험에서는 압력  

MPa이고 온도 K이다. 이상유동 시험에서는 압력   MPa인 포화상태이고 입·출구

기포율은 모두 0.4 이다. 두 파이프의 면적과 펌프의 입·출구 면적은 모두 0.456m2이다.

그림 5.1-1 펌프 컴포넌트 시험 모델

펌프 관성모멘트는   kg·m2으로 고정하였고 마찰 토크   으로 하였다. 

5.2. SPACE 모의결과

5.2.1. 단상유동 시험

펌프의 움직임은 고착신호, 트립신호, VDT 테이블(PUMP-7400번대 카드) 유무, TDV 테이블

(PUMP-7300번대 카드)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단상유동에 대하여 네 조건의 조합에

따라 펌프가 설계한데로 움직이는지 살펴본다. VDT 테이블과 TDV 테이블 값은 5.3 절 SPACE 
입력 예시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VDT 테이블을 보면 원칙적으로  이면

  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VDT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그리 타당하지 않다. VDT 

테이블 데이터는 MARS 코드를 이용하여 APR1400 모의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입력에서 가

져온 값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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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왼쪽: 펌프 회전속도에 따른 모터 토크, 오른쪽: 시간에 따른 펌프 회전속도

5.2.1.1. VDT 테이블 및 TDV 테이블 테스트

트립신호와 고착신호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TDV 테이블과 VDT 테이블를 사용자

가 입력했는지에 따라 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설계사항은 아래와 같다(4.2.3절에 언급).

① TDV 테이블도 없고 VDT 테이블도 없는 경우,   가 되고 이 때  

이 된다.

② TDV 테이블은 없고 VDT 테이블은 있는 경우, 를 VDT 데이블에서 얻고 은 관성

모멘트-토크 관계식으로 계산된다.

③ TDV 테이블이 있는 경우, VDT 테이블에 관계없이 은 TDV 테이블을 통해서 얻는

다. 는 프로그램 상 0.0으로 설정된다. 고착신호가 발생하더라고 고착신호는 작동하지

않는다.

설계사항 ①, ②, ③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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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V (O)
VDT (O) caseA1

VDT (X) caseA2

TDV (X)
VDT (O) caseA3

VDT (X) caseA4




 

TDV (O)
VDT (O) caseB1

VDT (X) caseB2

TDV (X)
VDT (O) caseB3

VDT (X) caseB4




 

TDV (O)
VDT (O) caseC1

VDT (X) caseC2

TDV (X)
VDT (O) caseC3

VDT (X) caseC4

표 5.2-1 시험 케이스(O: 사용, X: 미사용)

그림 5.2-2은 caseA1, case A2, case B1, case B2, case C1, case C2 결과로, 여섯 경우에 대해

모두 동일하다. 펌프의 회전속도()가 TDV 테이블(그림 5.2-1오른쪽)과 같이 변하고 있으며, 모터

토크()는 프로그램 상에서 설정한데로 0.0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계 사항 ③을 만족한

다(TDV 테이블이 있고 고착신호가 발생한 사항은 다음 절 caseD5 참조). 다른 물리량들도 펌프

회전속도 변화에 따라 물리적으로 타당하게 변하고 있다.

그림 5.2-2 caseA1, case A2, case B1, case B2, case C1, case C2 결과

그림 5.2-3~그림 5.2-5는 각각 case A3, case B3, case C3의 결과를 보여준다. 펌프의 초기 회

전속도는 다르지만 세 경우 모두 동일한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세 경우 모

두 동일한 VDT 데이블을 통해서  을 얻은 후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으로 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설계사항 ②를 만족한다. 
그림 5.2-6~그림 5.2-8는 TDV, VDT 테이블이 모두 없을 때 결과이다. 설계 사항 ① 번과 같

이  이며(모든 시험에서  ),  으로 항상 일정한 회전속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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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caseA3 결과

그림 5.2-4 caseB3 결과

그림 5.2-5 caseC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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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caseA4 결과

그림 5.2-7 caseB4 결과

그림 5.2-8 caseC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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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부터 고착신호와 트립신호가 없을 때에는 설계사항 ①, ②, ③ 이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5.2.1.2. 고착신호 및 트립신호 테스트

트립신호와 고착신호에 대한 설계 사항을 (4.2.3 절에 언급)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④ 고착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립신호가 발생하면 VDT 테이블과 TDV 테이블에

상관없이   이 되고 은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의 지배를 받는다.
⑤ 고착신호가 발생하면 펌프는 즉시 정지하고 모터 토크는 0.0 이 된다. 그러나 TDV 테이

블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착신호가 발생하더라도 고착신호는 작동하지 않는다.

위 설계 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경우를 테스트하였다.

초기 속도



트립신호 관련

(모터에 전기가 연결된 시간)

고착신호 관련

(고착이 일어난 시간)
기타

caseD1 0.0 20~80초 없음 VDT 테이블 사용

caseD2 1.0 0~20초, 80~200초 없음 VDT 테이블 사용

caseD3 0.0 20~80초 60초 VDT 테이블 사용

caseD4 0.0 20~80초 100초 VDT 테이블 사용

caseD5 0.0 20~80초 100초 TDV 테이블 사용

표 5.2-2 고착신호 및 트립신호 테스트

그림 5.2-9는 caseD1 결과를 보여준다. 초기에 펌프는 정지되어 있고 모터에 전기가 공급되

지 않은 상태이다. 20초에 전기가 공급되면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양정, 토크, 회전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곧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80초에 트립신호가 발생하면 펌프의 모터 토크  

이 되고, 펌프의 회전속도는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을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압력을 보면

20초 이후에는 펌프 양정에 의해 C200-01 압력이 C100-10 압력보다 크다. 또한 펌프 내 압력이

주변 보다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펌프 셀의 단면적을 두 파이프의 단면적보다 크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2-10는 caseD2 결과를 보여준다. 펌프는 초기 20초까지 정상상태 운전 중이다가

20초에 트립되고, 그 후 80초에 모터에 전기가 다시 공급된다. 20초에 펌프가 트립되었을 때 모터

토크는 0.0이 되고 양정, 토크, 회전속도가 점점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세 지점 압력 또한 비슷해

지고 있다. 그러다가 80초에 전기가 모터에 공급되면서 펌프가 다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결과로부터 VDT 테이블을 사용할 때 설계사항 ④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TDV 테이

블을 사용할 때 설계 사항 ④는 caseD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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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caseD1 결과



- 31 -

그림 5.2-10 caseD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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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5.2-11과 그림 5.2-12는 각각 caseD3와 caseD4를 보여준다. CaseD3과 caseD4는
caseD1에 고착신호가 각각 60초와 100초에 일어난 상황이다. 펌프가 트립되지 않은 경우(caseD3)
와 트립된 경우(caseD4) 모두 고착신호가 발생하면 펌프가 즉시 정지하고 모터 토크가 0.0이 됨을

볼 수 있다. 유량은 고착 즉시 0.0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펌프가 고착되더라도 유체는 관성에

의해 일정 시간 동안 흐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양정과 수력 토크는 고착 즉시 0.0이 되지 않

고 Homologous 성능 데이터에서  ,  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이 두 결과로

부터 설계사항 ⑤ 중, 고착신호가 발생하면 펌프가 정지하고 모터 토크는 0.0이 되는 조건을 만족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펌프가 정상 작동할 때는 펌프 양정에 의해 C200-01 압력이 C100-10 
압력보다 크지만, 고착 이후에는 유체의 관성만으로 유체가 움직이므로 C100-10의 압력이

C200-01 압력보다 크다.

그림 5.2-11 caseD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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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2 caseD4 결과

다음 그림 5.2-13은 caseD5 결과를 보여준다. 보는 바와 같이 TDV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에

는 고착신호가 작동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설계 사항 ③과 ⑤ 중, TDV 테이블을 사

용하면 고착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사항을 만족한다. 한편 TDV 테이블 사용하더라도 트립이 발생

하면(60초 이후)  이고 펌프의 회전속도는 관성모멘트-토크 관계식으로 계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0~20초 사이에   인 이유는 펌프가 초기에 정지해 있기 때문이며 20초~60초 사

이에   인 이유는 TDV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상  으로 설정하기 때

문이다). 이 시험에서는 고착신호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TDV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계사항 ④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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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3 caseD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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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시험 결과가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MARS 코드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은

caseD1과 caseD4이다. 그림 5.2-14는 caseD1의 결과로, SPACE 코드 결과인 그림 5.2-9와 비교하였

을 때, 토크, 회전속도, 유량 변화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MARS 코드에서 수력 토크가 -를 가지

는 이유는 부호가 SPACE 코드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양정의 경우 MARS 코드가 약간 높게 예측

하고 있고 그 결과 펌프 입․출구의 압력차 MARS 결과가 크다. 그러나 이는 두 코드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두 코드 모두 맞게 계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 시험의 정상상태 근처에서

양정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정상상태에 지점에서 SPACE 코드는 무차원 회전속도 ≈, 
무차원 유량 ≈ 이고   이다. MARS 코드는 ≈, ≈ 이고   

이다. 즉, 유량과 회전속도가 거의 비슷하고 이에 따라 도 비슷하지만, Homologous 테이타에

서 이 영역은 HVN 영역인데   일 때  이고   일 때  로 작은

 변화에도 양정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림 5.2-15는 caseD4의 MARS 코드결과로 SPACE

코드 결과인 그림 5.2-12와 비교하였을 때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14 caseD1에 대한 MAR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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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5 caseD4에 대한 MARS 결과

5.2.2. 이상유동 시험

이상유동 시험과 단상유동 시험의 차이는 Homologous 데이터로부터 얻는 펌프의 양정과

토크 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상유동 시험처럼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는다. 아래 표

와 같이 두 경우를 테스트 하였고, 이를 MARS 코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두 경우는 입․출구의

기포율이 0.4이고  MPa 포화상태인 것을 제외한곤 caseD1, caseD4와 동일하다.

초기 속도



트립신호 관련

(모터에 전기가 연결된 시간)

고착신호 관련

(고착이 일어난 시간)
기타

caseE1 0.0 20~80초 없음 VDT 테이블 사용

caseE4 0.0 20~80초 100초 VDT 테이블 사용

표 5.2-3 이상유동 시험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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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6 과 그림 5.2-17은 각각 caseE1과 caseE4에 대하여 SPACE 코드 및 MARS 코드

결과를 보여주는데, 양정, 토크, 회전속도, 유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양정이 MARS에서 약간 높

은 이유는 35페이지에 기술된 이유와 같다. 단상유동 시험인 caseD1(그림 5.2-9)과 caseD2(그림

5.2-12)과 비교하였을 때 양정, 토크, 유량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상

의 결과로 부터 이상유동에서도 SPACE 코드가 정상 작동함을 보였다.

SPACE

SPACE

SPACE MARS

MARS

MARS

그림 5.2-16 caseE1에 대한 SPACE 코드 및 MARS 코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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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PACE

SPACE MARS

MARS

MARS

그림 5.2-17 caseE4에 대한 SPACE 코드 및 MARS 코드 결과

5.3. SPACE 입력 예시

다음은 caseD3에 대한 SPACE 코드를 참고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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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 Test

* Revised on 2010.07.03

* Reivsed by Kim, Byoung Jae

******************************************************************************

*           GENERAL OPTIONS (OPTN-YY)                                        *

******************************************************************************

OPTN-01   new transient   * graph

OPTN-02   SI  SI

OPTN-03   1   * 1=staggered grid

OPTN-04   1   * 1=semi-implicit

OPTN-07   1   * 1=Detailed M&Cs (KAERI), 2=Simplified M&C (KOPEC)

OPTN-12   1   

******************************************************************************

*           Data for Plots                                                   *

******************************************************************************

PLOT-01-001   time      0             

PLOT-01-002   head      C150

PLOT-01-003   torque    C150

PLOT-01-005   m_torque  C150

PLOT-01-006   speed     C150

PLOT-01-007   vol_flowrate C150

PLOT-01-008   v_liq     C100-f09

PLOT-01-009   press     C100-10

PLOT-01-010   press     C150-01

PLOT-01-011   press     C200-01

PLOT-01-012   p_trip    C150

PLOT-01-013   locked    C150     

******************************************************************************

*           TIME STEP DATA                                                   *

******************************************************************************

*           RST    Minor Major vtk   Min.     Max    TLAST  #1 #2 #3 #4 #5

TIME-01-1   100.   0.1   1.0   10.   1.0E-7   0.01   200.0   0  0  0  0  0

*

******************************************************************************

*           SIGNAL DATA                                                      *

******************************************************************************

*          Variable1              Variable2     Add_const Latch         Init    

TRIP-0001   time   0      le      null   0      20.0      non-latched   true   

TRIP-0002   time   0      gt      null   0      80.0      non-latched   false   

TRIP-0003   time   0      le      null   0      80.0      non-latched   false

TRIP-0004   time   0      gt      null   0      80.0      non-latched   true  

TRIP-0005   time   0      gt      null   0      200.      non-latched   false

TRIP-1001   0001 or 0002                                  non-latched   true   

TRIP-1002   0003 and 0004                                 non-latched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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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dynamic Component Input                                     *

******************************************************************************

* Component #100 : PIPE 

C100-PIPE-0000   LeftPipe    * Component Name

C100-PIPE-0003   10          * No. of Cells

* Geometry       vol   area    length dia   roughness

C100-PIPE-0101   0.0   0.456   10.0   0.0   0.0

*                angle EL change   Azimu_angle

C100-PIPE-0102   0.0   0.0         0.0

* Cell options   

C100-PIPE-0110   0   0   0   0   0   0   0 

* Cell               pressure  temperature

C100-PIPE-0180   3   16.07E6   563.7

*                Area    dia   Kf    Kr

C100-PIPE-0530   0.456   0.0   0.0   0.0   

* Face options   

C100-PIPE-0540   0   0   0   0   0   0

* Face initial velocity      

C100-PIPE-0580   0   0.0   0.0   0.0  

******************************************************************************

* Component #200 : PIPE

C200-PIPE-0000   RightPipe   * Component Name

C200-PIPE-0001   C100        * Copy of C100

******************************************************************************

* Component #300 : TFBC

C300-TFBC-0000   PressBC1     

C300-TFBC-0004   1

C300-TFBC-1101   bp          * From cell

C300-TFBC-1102   C100-01-xi  * To cell

C300-TFBC-1103   0.456       * area

C300-TFBC-1104   0.0         * diameter

C300-TFBC-1105   0.0   0.0   * Kf, Kr 

* Choking mode

C300-TFBC-1140   0 

* Face I.C

C300-TFBC-1180   0   0.0   0.0   0.0

* Face propeties

C300-TFBC-4000   3

*                time     pressure  temperature

C300-TFBC-4001      0.0   16.07E6   563.7        

C300-TFBC-4002   1000.0   16.07E6   563.7

******************************************************************************

* Component #300 : TFBC

C400-TFBC-0000   PressBC2     

C400-TFBC-0004   1

C400-TFBC-1101   C200-10-xo  * Fro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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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0-TFBC-1102   bp          * To cell

C400-TFBC-1103   0.456       * area

C400-TFBC-1104   0.0         * diameter

C400-TFBC-1105   0.0   0.0   * Kf, Kr 

* Choking mode

C400-TFBC-1140   0 

* Face I.C

C400-TFBC-1180   0   0.0   0.0   0.0

* Face propeties

C400-TFBC-4000   3

*                time     pressure  temperature

C400-TFBC-4001      0.0   16.07E6   563.7        

C400-TFBC-4002   1000.0   16.07E6   563.7

******************************************************************************

* Component #150 : PUMP

C150-PUMP-0000  RCP1      

* Geometry       vol   area    length  dia   rougness

C150-PUMP-0101   0.0   1.244   3.026   0.0   0.0

*                angle EL change   Azimu_angle

C150-PUMP-0102   0.0   0.0         0.0

* Cell options 

C150-PUMP-0110   0   0   0   0   2   1   0 

* Cell I.C           press     temperature

C150-PUMP-0180   3   16.07E6   563.7

* Face data      CellSide     area    dia     Kf       Kr

C150-PUMP-1101   c100-10-xo   0.456   0.762   0.1713   6.734

C150-PUMP-1201   c200-01-xi   0.456   0.762   0.1713   6.734

* Face options

C150-PUMP-1140   0   0   0   0   0   0

C150-PUMP-1240   0   0   0   0   0   0

* Face initial velocity

C150-PUMP-1180   0   0.0   0.0   0.0

C150-PUMP-1280   0   0.0   0.0   0.0

******************************

* Pump-related data

******************************

* Pump type

C150-PUMP-2001   1

* Pump performace curves

*                1H  1T  2H  2T  Hm  Tm

C150-PUMP-2010   0   0   0   0   0   0

* trip and reverse rotation

C150-PUMP-2301   1001   0    

*                wR      w0    QR     HR      TR       Ip

C150-PUMP-2302   124.6   0.0   7.67   109.7   59432.   6211.

*                rhoR    Tm       T0    T1    T2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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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PUMP-2303   745.2   59432.   0.0   0.0   0.0   0.0

* Moment of inertia

C150-PUMP-2308   10.0   0.0   0.0   0.0   0.0   

* Locked-Rotor time

C150-PUMP-2401   60.              

*                 f_wmax r_wmax

C150-PUMP-2402   500.0   -10.0 

***************************************

** Pump Performance Data

** 3101-3999 : Single phase head table

** han

C150-PUMP-3101   0.0   1.3 

C150-PUMP-3102   0.1   1.3  

C150-PUMP-3103   0.2   1.29 

C150-PUMP-3104   0.3   1.28

C150-PUMP-3105   0.4   1.27 

C150-PUMP-3106   0.5   1.24 

C150-PUMP-3107   0.6   1.21 

C150-PUMP-3108   0.7   1.17

C150-PUMP-3109   0.8   1.12 

C150-PUMP-3110   0.9   1.08 

C150-PUMP-3111   1.0   1.00

** hvn           

C150-PUMP-3201   0.0  -1.08

C150-PUMP-3202   0.1  -0.92   

C150-PUMP-3203   0.2  -0.75   

C150-PUMP-3204   0.3  -0.56

C150-PUMP-3205   0.4  -0.36   

C150-PUMP-3206   0.5  -0.17   

C150-PUMP-3207   0.6   0.06   

C150-PUMP-3208   0.7   0.27

C150-PUMP-3209   0.8   0.50   

C150-PUMP-3210   0.9   0.76   

C150-PUMP-3211   1.0   1.0 

** had

C150-PUMP-3301  -1.0   3.72 

C150-PUMP-3302  -0.9   3.40

C150-PUMP-3303  -0.8   3.10

C150-PUMP-3304  -0.7   2.80

C150-PUMP-3305  -0.6   2.52

C150-PUMP-3306  -0.5   2.24

C150-PUMP-3307  -0.4   1.98

C150-PUMP-3308  -0.3   1.75

C150-PUMP-3309  -0.2   1.56

C150-PUMP-3310  -0.1   1.38

C150-PUMP-3311   0.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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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d                 

C150-PUMP-3401  -1.0   3.72 

C150-PUMP-3402  -0.9   3.30

C150-PUMP-3403  -0.8   2.70

C150-PUMP-3404  -0.7   2.52

C150-PUMP-3405  -0.6   2.40

C150-PUMP-3406  -0.5   2.32

C150-PUMP-3407  -0.4   2.24

C150-PUMP-3408  -0.3   2.16

C150-PUMP-3409  -0.2   2.08

C150-PUMP-3410  -0.1   1.94

C150-PUMP-3411   0.0   1.77

** hat

C150-PUMP-3501   0.0   0.29 

C150-PUMP-3502   0.1   0.30

C150-PUMP-3503   0.2   0.31

C150-PUMP-3504   0.3   0.34

C150-PUMP-3505   0.4   0.35

C150-PUMP-3506   0.5   0.40

C150-PUMP-3507   0.6   0.48

C150-PUMP-3508   0.7   0.58

C150-PUMP-3509   0.8   0.69

C150-PUMP-3510   0.9   0.87

C150-PUMP-3511   1.0   1.08

** hvt                 

C150-PUMP-3601   0.0   1.77

C150-PUMP-3602   0.1   1.58

C150-PUMP-3603   0.2   1.40

C150-PUMP-3604   0.3   1.26

C150-PUMP-3605   0.4   1.19

C150-PUMP-3606   0.5   1.14

C150-PUMP-3607   0.6   1.09

C150-PUMP-3608   0.7   1.07

C150-PUMP-3609   0.8   1.05

C150-PUMP-3610   0.9   1.06

C150-PUMP-3611   1.0   1.08

** har

C150-PUMP-3701  -1.0  -1.207

C150-PUMP-3702  -0.9  -0.907

C150-PUMP-3703  -0.8  -0.60 

C150-PUMP-3704  -0.7  -0.41 

C150-PUMP-3705  -0.6  -0.168

C150-PUMP-3706  -0.5   0.00 

C150-PUMP-3707  -0.4   0.13 

C150-PUMP-3708  -0.3   0.20 

C150-PUMP-3709  -0.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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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PUMP-3710  -0.1   0.28 

C150-PUMP-3711   0.0   0.29 

** hvr          

C150-PUMP-3801  -1.0  -1.207

C150-PUMP-3802  -0.9  -1.26 

C150-PUMP-3803  -0.8  -1.31 

C150-PUMP-3804  -0.7  -1.35 

C150-PUMP-3805  -0.6  -1.36 

C150-PUMP-3806  -0.5  -1.35 

C150-PUMP-3807  -0.4  -1.34 

C150-PUMP-3808  -0.3  -1.32 

C150-PUMP-3809  -0.2  -1.26 

C150-PUMP-3810  -0.1  -1.18 

C150-PUMP-3811   0.0  -1.08 

***************************************

** 4101-4999 : Single phase torque table

** ban

C150-PUMP-4101   0.0   0.68

C150-PUMP-4102   0.1   0.71

C150-PUMP-4103   0.2   0.73

C150-PUMP-4104   0.3   0.76

C150-PUMP-4105   0.4   0.8 

C150-PUMP-4106   0.5   0.83

C150-PUMP-4107   0.6   0.86

C150-PUMP-4108   0.7   0.89

C150-PUMP-4109   0.8   0.92

C150-PUMP-4110   0.9   0.96

C150-PUMP-4111   1.0   1.00

** bvn           

C150-PUMP-4201   0.0  -0.82

C150-PUMP-4202   0.1  -0.58

C150-PUMP-4203   0.2  -0.40

C150-PUMP-4204   0.3  -0.24

C150-PUMP-4205   0.4  -0.08

C150-PUMP-4206   0.5   0.08

C150-PUMP-4207   0.6   0.26

C150-PUMP-4208   0.7   0.44

C150-PUMP-4209   0.8   0.62

C150-PUMP-4210   0.9   0.80

C150-PUMP-4211   1.0   1.00

** bad

C150-PUMP-4301  -1.0   3.32 

C150-PUMP-4302  -0.9   2.98 

C150-PUMP-4303  -0.8   2.66 

C150-PUMP-4304  -0.7   2.34

C150-PUMP-4305  -0.6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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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PUMP-4306  -0.5   1.76 

C150-PUMP-4307  -0.4   1.48 

C150-PUMP-4308  -0.3   1.23

C150-PUMP-4309  -0.2   1.00 

C150-PUMP-4310  -0.1   0.82  

C150-PUMP-4311   0.0   0.68

** bvd                 

C150-PUMP-4401  -1.0   3.32 

C150-PUMP-4402  -0.9   3.04

C150-PUMP-4403  -0.8   2.80

C150-PUMP-4404  -0.7   2.58

C150-PUMP-4405  -0.6   2.39

C150-PUMP-4406  -0.5   2.24

C150-PUMP-4407  -0.4   2.20

C150-PUMP-4408  -0.3   2.19

C150-PUMP-4409  -0.2   2.12

C150-PUMP-4410  -0.1   1.99

C150-PUMP-4411   0.0   1.78

** bat

C150-PUMP-4501   0.0  -1.34 

C150-PUMP-4502   0.1  -1.14

C150-PUMP-4503   0.2  -0.95

C150-PUMP-4504   0.3  -0.74

C150-PUMP-4505   0.4  -0.54

C150-PUMP-4506   0.5  -0.37

C150-PUMP-4507   0.6  -0.20

C150-PUMP-4508   0.7  -0.02

C150-PUMP-4509   0.8   0.16

C150-PUMP-4510   0.9   0.34

C150-PUMP-4511   1.0   0.52

** bvt                 

C150-PUMP-4601   0.0   1.78  

C150-PUMP-4602   0.1   1.58 

C150-PUMP-4603   0.2   1.42 

C150-PUMP-4604   0.3   1.30

C150-PUMP-4605   0.4   1.20 

C150-PUMP-4606   0.5   1.12

C150-PUMP-4607   0.6   1.06 

C150-PUMP-4608   0.7   0.86

C150-PUMP-4609   0.8   0.84 

C150-PUMP-4610   0.9   0.70 

C150-PUMP-4611   1.0   0.52

** bar

C150-PUMP-4701  -1.0  -4.51

C150-PUMP-4702  -0.9  -4.10

C150-PUMP-4703  -0.8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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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PUMP-4704  -0.7  -3.36

C150-PUMP-4705  -0.6  -3.03

C150-PUMP-4706  -0.5  -2.70

C150-PUMP-4707  -0.4  -2.42

C150-PUMP-4708  -0.3  -2.09

C150-PUMP-4709  -0.2  -1.82

C150-PUMP-4710  -0.1  -1.54

C150-PUMP-4711   0.0  -1.34

** bvr                

C150-PUMP-4801  -1.0  -4.51  

C150-PUMP-4802  -0.9  -3.97

C150-PUMP-4803  -0.8  -3.50 

C150-PUMP-4804  -0.7  -3.07

C150-PUMP-4805  -0.6  -2.70 

C150-PUMP-4806  -0.5  -2.33 

C150-PUMP-4807  -0.4  -2.00 

C150-PUMP-4808  -0.3  -1.68

C150-PUMP-4809  -0.2  -1.38 

C150-PUMP-4810  -0.1  -1.07  

C150-PUMP-4811   0.0  -0.82

***************************************

** 5101-5999 : 2 phase head table

** han

C150-PUMP-5101   0.0   0.000 

C150-PUMP-5102   0.1   0.833

C150-PUMP-5103   0.2   1.089

C150-PUMP-5104   0.3   1.098

C150-PUMP-5105   0.4   1.048

C150-PUMP-5106   0.5   1.017

C150-PUMP-5107   0.6   1.014

C150-PUMP-5108   0.7   1.012

C150-PUMP-5109   0.8   0.983

C150-PUMP-5110   0.9   0.940

C150-PUMP-5111   1.0   1.000

** hvn           

C150-PUMP-5201   0.0   0.000 

C150-PUMP-5202   0.1  -0.040

C150-PUMP-5203   0.2   0.003

C150-PUMP-5204   0.3   0.095

C150-PUMP-5205   0.4   0.210

C150-PUMP-5206   0.5   0.331

C150-PUMP-5207   0.6   0.449

C150-PUMP-5208   0.7   0.560

C150-PUMP-5209   0.8   0.674

C150-PUMP-5210   0.9   0.804

C150-PUMP-52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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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C150-PUMP-5301  -1.0  -1.111

C150-PUMP-5302  -0.9  -1.242

C150-PUMP-5303  -0.8  -1.773

C150-PUMP-5304  -0.7  -2.360

C150-PUMP-5305  -0.6  -2.786

C150-PUMP-5306  -0.5  -2.909

C150-PUMP-5307  -0.4  -2.667

C150-PUMP-5308  -0.3  -2.090

C150-PUMP-5309  -0.2  -1.295

C150-PUMP-5310  -0.1  -0.495

C150-PUMP-5311   0.0   0.000

** hvd          

C150-PUMP-5401  -1.0  -1.111

C150-PUMP-5402  -0.9  -0.776

C150-PUMP-5403  -0.8  -0.501

C150-PUMP-5404  -0.7  -0.307

C150-PUMP-5405  -0.6  -0.174

C150-PUMP-5406  -0.5  -0.084

C150-PUMP-5407  -0.4  -0.023

C150-PUMP-5408  -0.3   0.020

C150-PUMP-5409  -0.2   0.054

C150-PUMP-5410  -0.1   0.083

C150-PUMP-5411   0.0   0.110

** hat

C150-PUMP-5501   0.0   0.000

C150-PUMP-5502   0.1  -0.178

C150-PUMP-5503   0.2  -0.345

C150-PUMP-5504   0.3  -0.504

C150-PUMP-5505   0.4  -0.652

C150-PUMP-5506   0.5  -0.792

C150-PUMP-5507   0.6  -0.927

C150-PUMP-5508   0.7  -1.058

C150-PUMP-5509   0.8  -1.188

C150-PUMP-5510   0.9  -1.323

C150-PUMP-5511   1.0  -1.468

** hvt           

C150-PUMP-5601   0.0   0.110

C150-PUMP-5602   0.1   0.134

C150-PUMP-5603   0.2   0.151

C150-PUMP-5604   0.3   0.152

C150-PUMP-5605   0.4   0.130

C150-PUMP-5606   0.5   0.071

C150-PUMP-5607   0.6  -0.043

C150-PUMP-5608   0.7  -0.230

C150-PUMP-5609   0.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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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PUMP-5610   0.9  -0.915

C150-PUMP-5611   1.0  -1.467

** har

C150-PUMP-5701  -1.0   0.000

C150-PUMP-5702  -0.9   0.667

C150-PUMP-5703  -0.8   0.811

C150-PUMP-5704  -0.7   0.785

C150-PUMP-5705  -0.6   0.761

C150-PUMP-5706  -0.5   0.734

C150-PUMP-5707  -0.4   0.701

C150-PUMP-5708  -0.3   0.655

C150-PUMP-5709  -0.2   0.591

C150-PUMP-5710  -0.1   0.502

C150-PUMP-5711   0.0   0.380

** hvr          

C150-PUMP-5801  -1.0   0.000

C150-PUMP-5802  -0.9  -0.043

C150-PUMP-5803  -0.8  -0.066

C150-PUMP-5804  -0.7  -0.071

C150-PUMP-5805  -0.6  -0.058

C150-PUMP-5806  -0.5  -0.027

C150-PUMP-5807  -0.4   0.021

C150-PUMP-5808  -0.3   0.086

C150-PUMP-5809  -0.2   0.168

C150-PUMP-5810  -0.1   0.266 

C150-PUMP-5811   0.0   0.380

***************************************

** 6101-6999 : 2 phase torque table

** ban

C150-PUMP-6101   0.0   0.68

C150-PUMP-6102   0.1   0.71

C150-PUMP-6103   0.2   0.73

C150-PUMP-6104   0.3   0.76

C150-PUMP-6105   0.4   0.8 

C150-PUMP-6106   0.5   0.83

C150-PUMP-6107   0.6   0.86

C150-PUMP-6108   0.7   0.89

C150-PUMP-6109   0.8   0.92

C150-PUMP-6110   0.9   0.96

C150-PUMP-6111   1.0   1.0 

** bvn           

C150-PUMP-6201   0.0  -0.82

C150-PUMP-6202   0.1  -0.58

C150-PUMP-6203   0.2  -0.4 

C150-PUMP-6204   0.3  -0.24

C150-PUMP-6205   0.4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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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0-PUMP-6206   0.5   0.08

C150-PUMP-6207   0.6   0.26

C150-PUMP-6208   0.7   0.44

C150-PUMP-6209   0.8   0.62

C150-PUMP-6210   0.9   0.8 

C150-PUMP-6211   1.0   1.0 

** bad           

C150-PUMP-6301  -1.0   3.32

C150-PUMP-6302  -0.9   2.98

C150-PUMP-6303  -0.8   2.66

C150-PUMP-6304  -0.7   2.34

C150-PUMP-6305  -0.6   2.06

C150-PUMP-6306  -0.5   1.76

C150-PUMP-6307  -0.4   1.48

C150-PUMP-6308  -0.3   1.23

C150-PUMP-6309  -0.2   1.0 

C150-PUMP-6310  -0.1   0.82

C150-PUMP-6311   0.0   0.68

** bvd                 

C150-PUMP-6401  -1.0   3.32

C150-PUMP-6402  -0.9   3.04

C150-PUMP-6403  -0.8   2.8 

C150-PUMP-6404  -0.7   2.58

C150-PUMP-6405  -0.6   2.39

C150-PUMP-6406  -0.5   2.24

C150-PUMP-6407  -0.4   2.2 

C150-PUMP-6408  -0.3   2.19

C150-PUMP-6409  -0.2   2.12

C150-PUMP-6410  -0.1   1.99

C150-PUMP-6411   0.0   1.78

** bat           

C150-PUMP-6501   0.0  -1.34  

C150-PUMP-6502   0.1  -1.14   

C150-PUMP-6503   0.2  -0.95   

C150-PUMP-6504   0.3  -0.74   

C150-PUMP-6505   0.4  -0.54   

C150-PUMP-6506   0.5  -0.37   

C150-PUMP-6507   0.6  -0.20   

C150-PUMP-6508   0.7  -0.02   

C150-PUMP-6509   0.8   0.16   

C150-PUMP-6510   0.9   0.34   

C150-PUMP-6511   1.0   0.52   

** bvt           

C150-PUMP-6601   0.0   1.78

C150-PUMP-6602   0.1   1.58

C150-PUMP-6603   0.2   1.42



- 50 -

C150-PUMP-6604   0.3   1.3 

C150-PUMP-6605   0.4   1.2 

C150-PUMP-6606   0.5   1.12

C150-PUMP-6607   0.6   1.06

C150-PUMP-6608   0.7   0.86

C150-PUMP-6609   0.8   0.84

C150-PUMP-6610   0.9   0.7 

C150-PUMP-6611   1.0   0.52

** bar           

C150-PUMP-6701  -1.0  -4.51

C150-PUMP-6702  -0.9  -4.1 

C150-PUMP-6703  -0.8  -3.74

C150-PUMP-6704  -0.7  -3.36

C150-PUMP-6705  -0.6  -3.03

C150-PUMP-6706  -0.5  -2.7 

C150-PUMP-6707  -0.4  -2.42

C150-PUMP-6708  -0.3  -2.09

C150-PUMP-6709  -0.2  -1.82

C150-PUMP-6710  -0.1  -1.54

C150-PUMP-6711   0.0  -1.34

** bvr                

C150-PUMP-6801  -1.0  -4.51

C150-PUMP-6802  -0.9  -3.97

C150-PUMP-6803  -0.8  -3.5 

C150-PUMP-6804  -0.7  -3.07

C150-PUMP-6805  -0.6  -2.7 

C150-PUMP-6806  -0.5  -2.33

C150-PUMP-6807  -0.4  -2.0 

C150-PUMP-6808  -0.3  -1.68

C150-PUMP-6809  -0.2  -1.38

C150-PUMP-6810  -0.1  -1.07

C150-PUMP-6811   0.0  -0.82

***************************************

** 7101-7999 : H-M, T-M, T-Speed

** 2-phase multiplier for head curve

C150-PUMP-7101   0.0   0.0     

C150-PUMP-7102   0.1   0.0 

C150-PUMP-7103   0.15  0.05  

C150-PUMP-7104   0.24  0.8 

C150-PUMP-7105   0.3   0.96  

C150-PUMP-7106   0.4   0.98

C150-PUMP-7107   0.6   0.97  

C150-PUMP-7108   0.8   0.9 

C150-PUMP-7109   0.9   0.8   

C150-PUMP-7110   0.96  0.5 

C150-PUMP-7111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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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hase multiplier for torque curve

C150-PUMP-7201   0.0   0.0         

C150-PUMP-7202   1.0   0.0

****************************************

** velocity-dependent torque table [speed vs. normalized motor torque]

C150-PUMP-7301   -50.265   1.14

C150-PUMP-7302    25.133   1.23

C150-PUMP-7303    62.832   1.3 

C150-PUMP-7304    75.398   1.37

C150-PUMP-7305    87.965   1.56

C150-PUMP-7306   100.531   1.9 

C150-PUMP-7307   113.097   2.32

C150-PUMP-7308   115.611   2.41

C150-PUMP-7309   117.37    2.45

C150-PUMP-7310   119.381   2.34

C150-PUMP-7311   120.637   2.2 

C150-PUMP-7312   121.894   1.93

C150-PUMP-7313   123.15    1.5 

C150-PUMP-7314   124.407   0.82

C150-PUMP-7315   124.621   0.6 

C150-PUMP-7316   125.664   0.0 

C150-PUMP-7317   126.707  -0.6 

C150-PUMP-7318   126.92   -0.82

C150-PUMP-7319   128.177  -1.5 

C150-PUMP-7320   129.434  -1.93

C150-PUMP-7321   130.69   -2.2 

C150-PUMP-7322   131.947  -2.34

C150-PUMP-7323   133.958  -2.45

C150-PUMP-7324   135.717  -2.41

C150-PUMP-7325   138.23   -2.32

C150-PUMP-7326   150.796  -1.9 

C150-PUMP-7327   163.363  -1.56

C150-PUMP-7328   175.929  -1.37

C150-PUMP-7329   188.496  -1.3 

C150-PUMP-7330   226.195  -1.23

C150-PUMP-7331   301.593  -1.14

***************************************                   

*** time-dependent velocity table [time vs. pump speed]

*C150-PUMP-7401     0.0    62.3

*C150-PUMP-7402    20.0    62.3

*C150-PUMP-7403   100.0   124.6

*C150-PUMP-7404   180.0    62.3

*C150-PUMP-7405   1000.0   62.3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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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기술보고서는 SPACE 코드에서 사용되는 펌프 기기 모델을 기술하고 있다.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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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SPACE 코드에서 사용된 펌프 설계사항, 전산 코드 프로그

램 구현 내용, 모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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