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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SWAT 장치는 SMART 원자로를 수정선형척도법을 사용하여 1/5 선

형비로 축소 제작되었다. 시험부 주요 형상중에서, 비상노심냉각수의 주입노

즐 고도와 파단노즐의 고도가 RCP Suction Nozzle고도와 일치하는 원자로

배열이기 때문에, 중력효과에 의한 왜곡요소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는 원자

로 특징을 반영하였다. 높이비를 1/1로 보존하고, 단면만 축소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실제 현상에 가까운 강수부 유동패턴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증기속

도 분포 등이 선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요 모사 대상이 RCP Discharge쪽

(S/G가 위치한 강수부) 이므로 원자로의 상부 강수부를 시험부로 구성하였

으며 입출구 경계조건은 증기 및 포화수 주입유량과 파단유량 그리고 강수

부 수위를 제어하기 위한 Drain 유량이다. 증기에 포화수를 혼합하여 건도

(Quality)를 제어하여 증기를 강수부에 주입하는 본 실험은 코드 평가시 입

력을 단순화하면서, 해석의 경계조건이 매우 확실하게 정의되는 장점이 있

다.

SUMMARY
SWAT (SMART ECC Water Asymmetric Two-phase choking test facility) was 

designed by 1/5 scaling ratio using the modified linear scaling metho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such that the elevation of RCP suction nozzles is the 

same with that of the ECC injection nozzles are maintained to reduce a distortion caused 

by the gravitational effect. Thermal hydraulic phenomena in a test facility designed by  

the modified linear scaling method can be simulated more accurately than those by the 

full-height and reduced area scaling method. The main part of the test section is  

SG-side upper down-comer. The boundary conditions are saturated steam and water 

flow condition and drain flow rate to control the collapsed water level in the 

down-comer. The test data of the SWAT can produce the well-defined boundary 

condition to validate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code for the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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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경

SMART 일체형 원자로는 가압경수로형에 속하며, 기존 상용 가압경수

로와는 다른 일체형 NSSS 계통을 구비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RCS

배관을 제거하되, 대형배관 파단 사고를 배제할 수 있도록 소형 안전주입노

즐 및 관련 배관 등, 그 설계 특성상 SBLOCA가 주요 설계 파단사고이다.

SMART SBLOCA는 TASS/SMR 코드로 해석하며, 해석코드의 검증을 위하

여 종합효과 실험 (Integral Effect Test)와 개별효과실험 (Separate Effect

Test)등의 실험 Data를 이용하여 SMART 해석의 보수성에 대한 검증을 추

진하고 있다.

SMART SBLOCA 에서는 RCP Suction 노즐과 수직고도가 같은 안전

주입노즐로 비상노심냉각수가 광폭의 강수부로 주입될 때 파단부에서 이상

임계유동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안전주입수 주입관련 개별효과실험의 목

적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임계유동 예측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과 비상노심냉각수의 우회율 및 노심쪽으로의 냉각수 침투율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이다. 기존의 MIDAS 실험은 APR1400형 강수부에서 약 2

Bar 압력수준의 비 임계 파단유동 조건에서 저압 고속증기에 의한 비상노심

냉각수 우회율을 평가한 시험인 반면에, 본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평가 개별

효과 실험은 약 2.0 MPa 의 포화수 임계파단유동과 이에 동반된 비상노심냉

각수 거동을 평가하는 것이 차별적 특징이며, SMART 강수부 형상 및 주입

배열의 특징을 반영한 유일한 개별효과 실험이다.

본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개별효과실험은 코드 모델 평가를 보다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정량적 및 현상적으로 명확한 경계조건 및 초기 조건을

사용할 예정이다. 즉, 약 2 MPa 정도의 TASS/SMR 해석 결과에서 나타나

는 압력조건에서의 증기유량 및 안전주입수 주입유량을 척도에 따라 축소하

여 그 값들이 시간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상태(Steady-state) 실험

을 수행할 예정이다. 종합효과 실험은 전체 시나리오 모사의 적적성은 판단

할 수 있지만, 개별현상이 특정 시간 및 조건에서 정확하게 모사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전 시간의 열수력 효과와 Upstream의 열수력 조건이

계속 변하며, 계통의 거동이 선형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거동이기 때문이다.

본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실험은 1/5-선형척도규모에서 실제 압력 및 온

도 조건을 모사하는 능력을 보유한 대형 실험장치이며, SMART 원자로의

강수부 및 임계유동을 모사대상으로 한다. 본 실험은 포화수 주입 물-증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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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성능을 평가할 수도 있으며, TASS/SMR코드의 해석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개별효과 실험이다.

1.2 추진방법

1.2.1 시험요건의 반영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실험은 기 발행된 시험요건서의 측정 항

목과 계측오차를 만족시키도록 구성한다(이규형, 2010).

1.2.2 실험장치 설계방법

본 실험 장치는 SMART 원자로를 약 1/5 선형비로 축소 제작한다. 시

험부 주요 형상중에서, 비상노심냉각수의 주입노즐 고도와 파단노즐의 고도

가 RCP Suction Nozzle고도와 일치하는 원자로 배열이기 때문에, 중력효과

에 의한 왜곡요소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는 원자로 특징을 반영하였다. 높

이비를 1/1로 보존하고, 단면만 축소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실제 현상에 가

까운 강수부 유동패턴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증기속도 분포 등이 선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요 모사 대상이 RCP Discharge쪽(S/G가 위치한 강수부)

이므로 원자로의 상부 강수부를 시험부로 구성하였으며 입출구 경계조건은

증기 및 포화수 주입유량과 파단유량 그리고 강수부 수위를 제어하기 위한

Drain 유량이다. 증기에 포화수를 혼합하여 건도(Quality)를 제어하여 증기를

강수부에 주입하는 본 실험은 코드 평가시 입력을 단순화하면서, 해석의 경

계조건이 매우 확실하게 정의되는 장점이 있다.

1.2.3 장치의 규모 및 설계기준

시험장치는 212
oC 포화온도 (1/1-온도비), 2.0 MPa 포화압력(1/1-압력

비)에서 선형축소비 1/5 척도 규모(길이비 :1/5, 단면적비:1/25, 체적비:1/125)

로 파단부 임계유동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증기유량은 코드 해석값

으로 적용하되 혼합류의 건도는 실험장치에서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였

다. 즉, 장치의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탱크에 부착된 전열기의 출력(Heater

Power) 제한 때문에 특정값(1.0 MW)을 초과하기는 어렵다. 실험에서 비상

노심냉각수의 우회율, 강수부 하방침투율 및 임계유량등을 계측할 수 있으

며, 동시에 강수부의 수위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조절 가능하도록 실험장

치를 설계하였다. 또한 강수부의 온도분포, 각종 압력용기 및 배관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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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유량 등의 시험요건서에 제시된 유동 추정 데이터의 수집도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시험요건서(이규형, 2010)에 제시된 주요 측정 및 계산 변수

를 표 1.2.1에 표시하였다.

측정변수 위치

유체 온도

압력

유량

RCP 입구

Downcomer (온도, 압력 : 원주방향 4, 축방향 5)

안전주입수

파단부(액체, 증기)

Downcomer penetration

냉각재량 분포 Downcomer 수위

차압 Downcomer( 원주 방향 4)

벽면 온도 (양쪽)*
Downcomer 원자로 용기 (원주방향 4, 축방향 5)

Downcomer 노심 Barrel (원주방향 4, 축방향 5)

에너지
안전주입 에너지

파단 에너지

증기 응축율 RCP 출구 영역

대기 온도 축 방향으로 3 points (top, middle, bottom)

총 열손실 량 원자로용기, 노심 barrel

표 1.2.1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시 주요 측정 및 계산 변수

* 내벽과 외벽에서 온도 분포의 균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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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장치

2.1 장치 설계 기준 및 척도 해석

SMART 안전주입계통의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장치는 1/5 수정선

형척도법(Modified Linear Scaling Method, 윤병조, 2004)을 적용하여 설계하

였다. 장치 설계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TASS/SMR을 사용한

SMART 원자로에 대한 코드 해석 자료(이규형. 2010)를 사용하였으며 코드

해석 결과는 그림 2.1.1～2.1.3에 표시하였다. 실험장치에서는 노심상부의 가

압기와 상부지지구조물 사이의 환형영역의 형상은 모의하지 않고 냉각재순

환펌프를 포함한 증기발생기 환형영역만을 모의한다. 냉각재순환펌프는 원주

형의 흡입구형상만을 단순 모의 하였다. 천이시 노심에서 발생하여 4개의 냉

각재순환펌프 흡입측으로 공급되는 포화증기와 포화수의 유량 및 건도 조건

을 모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탱크를 설치하였도 이

들 압력용기로부터 공급된 유량이 네 곳의 냉각재순환펌프 흡입노즐로 직접

주입되는 것으로 단순화하였다.

장치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척도방법론 : 수정선형척도법

- 높이 및 직경척도비 : 1/5

- 모의 최대 압력: 2.5 MPa

- 모의 경계 조건: (1) 50.8 mm (2 inch)이하 SBLOCA 대상 모의

(2) 안전주입수 주입기간 (압력 2.5 MPa 이하 조건)

o 안전주입수 : 단일고장가정, 100% HPSI 유량 기준

o 증기 유량 및 건도 : TASS/SMR SBLOCA 해석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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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계통 압력 거동

(*Reference : TASS/SMR 50.8mm(2 inch)-SBLOCA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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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RCP 흡입측 포화증기 및 포화수 유량

(*Reference : TASS/SMR 50.8mm(2 inch)-SBLOCA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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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안전주입유량 및 파단유량 거동

(*Reference : TASS/SMR 50.8mm(2 inch)-SBLOCA 해석결과)

그림 2.1.1～2.1.3에서 볼 수 있듯이 계통의 압력은 SBLOCA 발생후

2,032 초에 2.0 MPa에 도달하였고 이때의 RCP흡입관을 통해 강수부로 방출

되는 유량은 포화수의 경우 27.1 kg/s이고 포화증기의 경우 2.4 kg/s이다(그

림 2.1.2). 또한 파단유량은 34.2 kg/s 및 한 개의 안전주입노즐을 통한 안전

주입 최대 유량은 18.9 kg/s이다. 장치의 설계는 이러한 설계 기준값과 설정

된 척도비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표 2.1.1에 주요변수에 대한 척도비를 표

시하였으며 표 2.1.2에 장치의 설계 기준값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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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ymbol
Parameter 

Ratio
SMART-ECC

Length Scale loR 1/5

Diameter Scale doR 1/5
Length loR loR 0.200 
Diameter doR doR 0.200 
Area aoR doR

2 0.040 
Volume voR loR doR

2 0.008 
Core DT △ToR 1 1.000 
Velocity uoR loR

1/2 0.447 
Time tR loR

1/2 0.447 
Power/Volume qR''' loR

-1/2 2.236 
Heat flux qR'' loR

-1/2 2.236 
Core power qR doR

2 loR
1/2 0.018 

Flow rate m'R doR
2 loR

1/2 0.018 
Pressure drop PR loR 0.200 
Break Area aoR

break doR
2 loR

1/2 0.018 

표 2.1.1 수정선형척도법에 의한 주요변수 척도비

표 2.1.2 TASS/SMR 결과에 따른 설계 기준값

ITEM Reference
Value

Unit Scaled
Value

Scaling
Ratio

100% ECC rate(2-HPSI condition) 38 kg/s 0.6798 1/55.5
Inlet water temperature 20 oC 20 Full Temp.
Target Temperature 50 oC 50 "

Inlet Pressure 2.0 MPa 2.0 Full Press.
Sat. Steam Flow Rate 10 kg/s 0.18 1/55.5
Sat. Water Flow Rate 108.8 kg/s 1.95 1/55.5

ECC Condition

Sat. Steam & Water Condition

*Reference : TASS/SMR 50.8mm(2inch)-SBLOCA at 2000 sec

2.2 실험 요건

본 실험은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안전주입수 계통의 유효성

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전주입수 우회(ECC bypass) 현상을 포함한 다차원

유동 현상을 파악하고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TASS/SMR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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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소형냉각재상실사고 개요

소형냉각재상실사고는 일차측 냉각재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모든 구성품 및 배관 등이 파단되어 일차측 냉각재가 원자

로건물로 누설되고 계통의 압력과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하는 사고이다.

현 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파단 위치로는 원자로용기 덮개를 관통하

는 각종 계측기 안내관과 가압기 안전밸브, 원자로용기 상단 측면부를 관통

하는 안전주입계통 배관, 정지냉각계통 배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관, 노

외 계측기 안내관 등이 있다. 안전주입 배관과 정지냉각계통 흡입관은 각각

RCP 방출부 및 흡입부 영역에 연결된 노즐에 연결되며 노외 계측기 안내관

은 RCP 방출부 영역에 가압기 안전밸브는 가압기 상단에 연결된다.

안전주입 배관, 정지냉각계통 흡입관 및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의 경

우 사고 초기에 과냉의 냉각재가 파단부로 임계유량으로 방출되다가 원자로

냉각재계통(RCS)의 압력이 감소하면 이상혼합체가 방출된다. 가압기 내의

냉각재가 파단부로 완전히 배출되고 원자로의 냉각재 수위가 파단 노즐 아

래로 떨어지면 증기가 방출된다. 반면 가압기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사고

시에는 사고 초기 증기가 방출되다가 감압에 의한 냉각재의 팽창으로 수위

가 파단부위까지 상승하게 되면 이상 혼합체가 방출된다.

파단부를 통한 누설 유량의 발생으로 사고 초기에 RCS의 압력이 급격

히 감소하여 가압기 저압력(12.3 MPa)에 의한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하고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하여 원자로의 출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원자로정지

신호 발생과 동시에 터빈 정지 및 소외전원상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기 때

문에 급수 펌프는 정지하고 RCP는 관성서행 운전을 하게 된다. 급수펌프 정

지에 의한 급수유량 감소로 이차 측의 열 제거 기능 상실이 발생하면 피동

잔열제거작동신호(PRHRAS)가 발생한다. 이 신호에 의하여 주증기/급수 격

리밸브가 닫히고 피동잔열제거계통 입/출구 격리밸브가 열려 증기발생기는

피동잔열제거계통에 연결된다. 피동잔열제거계통은 증기발생기와 응축열교환

기 사이의 높이 차이 및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

연순환 유동에 의해 RCS를 냉각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감소로 인한 Flashing과 노심의 잔열에 의한

비등으로 계통의 기포율은 증가하게 되고, 파단부를 통한 지속적인 질량 및

에너지의 방출로 RCS의 냉각재 재고량 및 압력은 감소한다. 원자로의 압력

이 안전주입계통 작동 설정치 이하(10 MPa)로 떨어지게 되면 안전주입펌프

가 RCP 방출부 영역으로 냉각수를 주입하여 일차측 냉각재 재고량 손실을

보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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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방출 유량은 점점 줄어들고 안전주입유

량은 증가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안전주입계통을 통한 안전주입 유량이 파단

유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원자로의 냉각재 재고량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안전주입펌프을 통한 냉각수 보충으로 냉각재 재고량이 회복되면

노심 노출이 발생하지 않고 노심 잔열은 파단부를 통한 에너지 방출과 피동

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열전달에 의하여 충분히 제거됨으로써 핵연료 봉의 온

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및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원자로는 안

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2.2.2 안전주입 시 예상되는 현상

안전주입 펌프가 작동하면 과냉의 안전주입수는 원자로 용기 원통 측

면에 설치된 노즐을 통하여 RCP 방출부 영역으로 주입된다. 주입된 안전주

입수는 주입유속에 따라 주입부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또는, 원통형의 노

심지지배럴의 상부에 부딪쳐 Droplet 상태가 되거나 혹은 노심지지배럴의 상

부에 액체막(Liquid Film)을 형성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안전주입수는 가압기 상부(부주의한 안전밸브 개방), RCP 흡입 영역(정

지냉각계통 흡입관 파단) 혹은 RCP 방출 영역(안전주입 배관 파단, 노외 계

측기 안내관 파단)에 연결된 파단부를 향하여 형성되는 고속의 단상 증기,

혹은 이상 유동과 직접 접촉하게 되어 증기를 응축시키고 파단부로의 우회

방출도 예측된다. 이로 인하여 Jet Impingement, Jet Breakup, Liquid

Entrainment, Steam Condensation 등의 복잡한 다차원 유동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3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 실험 요건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실험의 목적은 SMART에서 예상되는 소형냉각

재상실사고시 안전주입계통으로부터 안전주입수가 원자로 용기 원통 측면에

설치된 노즐을 통하여 주입될 때 안전주입계통의 유효성, 안전주입수 우회

현상 (ECC Bypass)을 포함한 다차원 유동 현상 파악 및 이를 모델하기 위

한 코드 모델 검증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본 실험을 통하여 측정되는

변수들은 안전주입수의 노심 하부공동 침투 및 파단부를 통한 우회 현상을

모델하기에 충분한 변수들이어야 한다(이규형. 2010).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실험은 안전주입수가 주입되는 SMART 원자로

용기 부분과 그 내부를 적절하게 모의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 10 -

하고, 실험 압력 범위는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안전주입수가 주

입되어 파단부에서 이상(Two-phase) 임계유량이 형성되는 구간 중에서 적

절하게 선택하되 상부 강수부(RCP Discharge 부위)의 안전주입수 우회(ECC

Bypass)와 침투현상(ECC Penetration) 등 주요 열수력 현상이 포함될 수 있

어야 한다.

표 2.2.1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 실험 matrix (이규형. 2010)

Test 

Case 

No.+
시험 항목

파단부 

내경

안전주입 

유량

RCP 방출부 

혼합체 초기수위**

I-1 안전주입 배관 양단 파단 1 25 mm 100% SI 노즐

I-2 안전주입 배관 양단 파단 2 25 mm 100% SI 노즐 하부*

I-3 안전주입 배관 양단 파단 3 50 mm 100% SI 노즐 

I-4 안전주입 배관 양단 파단 4 50 mm 100% SI 노즐 하부*

I-5 안전주입 배관 양단 파단 5 50 mm 75% SI 노즐 

I-6 안전주입 배관 양단 파단 6 50 mm 75% SI 노즐 하부*

* 실험의 RCS 초기 압력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Sweepout Level 이하에서 Direct ECC Bypass 현상 측정

2.2.4 실험 메트릭스

현 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파단 위치로는 원자로용기 덮개를 관통하

는 각종 계측기 안내관과 가압기 안전밸브, 원자로용기 상단 측면부를 관통

하는 안전주입계통 배관, 정지냉각계통 배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관, 노

외 계측기 안내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파단위치로 고려되는 안전

주입 배관 및 노외 계측기 안내관 파단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안전주입

배관 흡입관은 각각 RCP 방출부 및 흡입부 영역에 연결된 노즐(내경:

50.8mm(2inch))에 연결되며 노외 계측기 안내관(내경: 63.5mm(2inch))은

RCP 방출부 영역에 연결된다. 표 2.2.1은 상기 파단위치에서의 파단 크기,

안전주입수가 주입되는 RCP 방출부 영역의 혼합체 초기수위 변화에 따른

실험 매트릭스를 나열한 것이다. 표 2.2.1의 실험매트릭스 중 대표적인 Case

들에 대하여는 RCP 입구의 건도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한 실험이 수행된다.

2.3 장치 설계 요건

본 절에서는 실험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설계 요건에 대하



- 11 -

여 기술한다. 현실적인 장치의 용량(전원용량, 시설규모)과 50.8mm(2inch)

-SBLOCA의 사고 후 2000초 에서의 TASS/SMR의 해석결과를 사용하여 전

체 실험장치의 용량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서, 장치의 최대 운전압력

과 온도는 2.0 MPa/포화온도로 제한되었고, 안전주입수 유량, 강수부 측으로

주입되는 포화수 및 포화증기 유량 등의 경계조건은 TASS/SMR의 해석값

을 기준으로 척도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상세 설계된 각 계통의 사양은

제 4 절에서 기술된다.

실험장치에 대한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강수부 증기 공급

- 배관구성 : 4-RCP Suction부로 독립된 배관으로 증기 공급

독립적으로 유량 계측이 가능한 4-Line으로 구성

- 증기유량 : 50.8mm (2 inch)-SBLOCA 2000 초의 증기유량 기준

축소설계

- 노심의 증기유량을 외부증기 공급장치로 공급

(2) 강수부 증기 건도 제어

- 배관구성 : 4-RCP Suction부로 혼합 포화수 배관으로 공급

독립적으로 유량 계측이 가능한 4-Line으로 구성

- 포화증기 및 포화수유량 : 50.8mm (2 inch)-SBLOCA 2000 초의

포화증기 및 포화수 유량 기준 축소

설계

- 증기의 건도를 제어하기위하여 노심의 포화수 유량을 외부포화

수 공급장치를 사용하여 공급 및 배출

(일부 재회수 공급)

(3) HPSI 설계 요건

- Single Failure 가정 적용

- 독립적으로 유량 계측이 가능한 2-Pump, 2-Injection Line구성

(단, 주입위치는 4-Nozzle 중 2-Nozzle 선택 변경이 가능)

- 2-Nozzle Injection 설계

(4) 시험부 설계

- S/G 위치한 상부 강수부만 모사함

설계개념 : SET Steady-State Test는 PZR Surge Lin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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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등 여러 열수력 변수값이 특정시간에 종합적인

열수력 조건으로 포함된 코드 해석 결과에 근거하고,

Transient Test는 특정 시간값을 일정한 주입조건으

로 Transient 상황을 몇 개의 구간으로 쪼개 각각의

유동 조건을 시간에 대해 일정한 Steady-State 값을

경계 조건으로 하여 실험함.

- 개별효과실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압기, 정지냉각

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증기발생기 계통 및 노심 부위는

실험 모사대상에서 배제한다.

(5) 임계유량 및 ECC 관련 주요 계측

- Inlet Boundary : 증기유량, 포화수 유량, 안전주입수유량

- Outlet Boundary : Break Choking Flow, D/C Drain Flow

- ECC Bypass & Penetration, D/C 수위 계측

- 강수부 차압 (원주 방향 4지점)

- 강수부 유체 온도 분포

- 강수부 벽면 온도 분포

- 대기 온도

2.4 계통 설계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는 SMART 본체를 모의하는 시험대(Test

Section)와 각종 경계조건을 모의하기 위한 안전주입수 주입계통,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계통, 초기조건 설정을 위한 재순환수 공급계통, 그리고 파단

유량 측정을 위한 파단모의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2.4.1 및 2.4.2에 장치

의 전체 계통구성도 및 주시험대를 중심으로한 실험장치의 평면구성도를 각

각 표시하였다.

2.4.1 주시험대(Main Test Section) 설계

시험대는 수정선형척도법을 사용하여 설계되었고 높이 및 직경에 적용

된 척도비는 1/5이다. 표 2.4.1와 그림 2.4.3에 시험대 주요부의 축소비에 의

한 치수를 표시하였다.

주시험대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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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경 : 1.2 m

- 내경 : 0.5 m

- 냉각재순환펌프 흡입영역의 환영부 Gap : 0.118 m

- 증기발생기 환영부 Gap : 0.275 m

- 전체 높이 : 2.0 m

- 주요 특징 :

(1) S/G 상부 구조물의 형상이 횡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S/G 상부 환영영역의 각종 노즐의 방향성을 원향과 동일

하게 유지함

(2) D/C Water Level Control을 위하여 시험대 하부에 배수노즐을

설치함.

(3) 냉각재순환펌프의 흡입측의 K-factor를 모의하기 위하여 펌프

흡입측 원추형 형상을 유지함.

(4) 증기발생기의 상세 형상은 모의하지 않으며 실험장치에서는 증

기발생기의 상부 위치를 고려한 다공판으로 단순 모의함.

표 2.4.1 SMART의 Upper Downcomer에 대한 형상 데이터 및 축소 데이터

항목 SMART Ideal 축소비 Model Ratio

전체 높이, H0 3930 1/5 786.0 1/5

높이, H1 2581 1/5 516.2 1/5

높이, H2 1114 1/5 223.8 1/5

높이, H3 235 1/5 47.0 1/5

상부 외경, D0 5332 1/5 1066.4 1/5

상부 내경, D1 4152 1/5 830.4 1/5

하부 내경, D2 2592 1/5 518.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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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ed 
Water

Saturated 
Steam

Break 
Flow

HPSI-1

HPSI-2

HPSI-3

 

W

LT

Saturated 
Steam Tank
(500 kW)

N2

 

HX

PT-ECC-01
TF-ECC-01
TF-ECC-02
LT-ECC-01

PT-SW-01
TF-SW-01
TF-SW-02
LT-SW-01

PT-SS-11
TF-SS-11
QV-SS-11

PT-SW-11
TF-SW-11
QV-SW-11

PT-SS-01
TF-SS-01
TF-SS-02
LT-SS-01

T T

P,T,Q

PT-ECC-11
TF-ECC-11
QV-ECC-11

PT-SEP-01
TF-SEP-01
TF-SEP-02

PT-MV-01
TF-MV-01
TF-MV-02
LT-MV-01

PT-DC-01
TF-DC-01~08

LT-DC-01
TF-DC/TW-DC

PP-ECC-01

PT-DC-11
TF-DC-11
QV-DC-11

PT-DC-12
TF-DC-12
QV-DC-12

PT-BK-01
TF-BK-01
QV-BK-01

PT-BK-02
TF-BK-02
QV-BK-02

PP-DC-01

H-ECC-01
(120 kW)

H-SW-01
(480 kW)

H-SS-01
(580 kW)

FCV-DC-11

FCV-DC-12

OV-ECC-01

OV-SW-01

OV-SS-01

FCV-SW-01~04
FCV-SS-01~04

PCV-SSV-01

PCV-SWV-01

FCV-ECC-03

FCV-BKD-01

FCV-DCD-02

FCV-SEPD-01

ECC Tank
(100 kW)

Saturated 
Water 
Tank

(400 kW)

PCV-N2-01

OV-HX-01

FCV-HX-01

PT-DCD-01
TF-DCD-01
QV-DCD-01

TF-HX-01 FCV-HX-02

1.5"3/4"

4"

2"

0.5"
1.5"

1"

1.5"

1-1/2

1/2"

1.5"

1.5"

0.5"

1.5"

1.5"

1.5"

1.5"

PCV-BK-01

2"
T

TF-IN-01~04

N2 

P,T,Q

P,T,Q

PT-ECC-13
TF-ECC-12
QV-ECC-12

PT-ECC-12
TF-ECC-13
QV-ECC-13

P,T,Q

P,T,Q

P,T,Q

P
,T

,Q

P,T,Q

P,T,Q

P,T,Q

P,T,Q

PT-SS-12
TF-SS-12
QV-SS-12

PT-SS-12
TF-SS-12
QV-SS-12

PT-SS-12
TF-SS-12
QV-SS-12

P,T,Q

P,T,Q

P,T,Q

P,T,Q

PT-SW-12
TF-SW-12
QV-SW-12

PT-SW-13
TF-SW-13
QV-SW-13

PT-SW-14
TF-SW-14
QV-SW-14

P,T,Q

LT-SEP-01

FCV-ECC-02

FCV-ECC-01

0.5 in, 600 lbf 1.0 in, 600 lbf

0.5 in, 600 lbf

1.0 in, 600 lbf

0.5 in, 600 lbf

1.0 in, 600 lbf

3.0 in, 150 lbf

0.5 in, 150  lbf

3"

3/4 in, 600 lbf 1 1/2 in, 600 lbf

1/2 in, 600 lbf

1 in, 600 lbf

1 1/2 in, 150 lbf

1 1/2 in, 600 lbf

1/2 in, 600 lbf

1 in, 600 lbf

1 1/4 in, 600 lbf

1 1/4 in, 600 lbf

1 1/2 in, 600 lbf

1 1/2 in, 600 lbf
1 in, 600 lbf

3.0 in, 150 lbf

그림 2.4.1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 계통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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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SI-1HPSI-2

HPSI-3
(남)

PT-SS-11
TF-SS-11
QV-SS-11

PT-SW-11
TF-SW-11
QV-SW-11

PT-ECC-11
TF-ECC-11
QV-ECC-11

FCV-ECC-03

PT-ECC-12
TF-ECC-12
QV-ECC-12

PT-ECC-13
TF-ECC-13
QV-ECC-13

PT-SS-12
TF-SS-12
QV-SS-12

PT-SS-14
TF-SS-14
QV-SS-14

PT-SS-13
TF-SS-13
QV-SS-13

PT-SW-12
TF-SW-12
QV-SW-12

PT-SW-13
TF-SW-13
QV-SW-13

PT-SW-14
TF-SW-14
QV-SW-14

FCV-ECC-02
FCV-ECC-01

Test Section P,T,Q Saturated 
Steam

Loop-1

Loop-2

P,T,Q

P,T,Q

Loop-3

Loop-4

Break
(북)

Saturated 
Water

그림 2.4.2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 평면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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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dex for Table 2.4.1

(b) SMART (c) 1/5 Linear Scale Model 

그림 2.4.3 SMART 및 축소 시험부에 대한 Upper 강수부의 형상 및

주요치수 [Ref. 6]

제 2 장 1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압기와 상부지지구조물 사이의

환형영역(RCP 흡입 영역)은 모의하지 않고 노심으로부터의 포화증기 및 포

화수를 RCP 흡입부에 직접주입하는 것으로 설계개념을 설정하였으므로

RCP 출구측 영역 즉 증기발생기 측 강수부 영역의 형상만을 모의하였다. 이

를 위하여 시험부를 내․외부 및 하부 구조물 등으로 나누었으며 이들 세

개의 구조물을 조립하여 압력경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었다. 따라서

시험부의 외부 및 하부 구조물은 내압력 용기가 되고 내부 구조물은 외압력

용기가 된다. 척도법을 적용하여 설계된 주시험대의 제작도를 그림 2.4.4에

표시하였다. 주시험대 외부구조물에는 3개의 안전주입노즐(90°, 180°, 270°),

안전주입수 파단모의 노즐(0°) 및 파단노즐 하부 247 mm에 파단 높이 효과

를 관찰하기 위한 dummy 파단노즐(0°)이 각각 설치되었다. 주시험대 내부구

조물에는 4 개의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노즐(45°, 135°, 225°, 315°)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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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탱크와 배관으로 연결되었다. 주시험대 하부에

는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탱크로의 냉각수 재순환을 위한 재순환 노즐이

설치되었다. 그림 2.4.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주시험대의 주요치수는 표 2.4.1

에 표시한 기준 치수에 맞춰 설계 제작되었다. 주시험대의 각종 노즐에 대한

평면 배치도를 그림 2.4.5에 표시하였다.

냉각재순환펌프 흡입측 형상 모의를 위하여 흡입측 유로 형상을 척도

비에 맞추어 모의하였으며 펌프의 회전날개(Impeller)는 모의하지 않았다. 펌

프 형상 모의체는 주시험대 외부구조물과 내부구조물을 조립한 상태에서 외

부구조물의 외벽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4.6에 냉각재순환펌

프 모의체의 제작도를 표시하였다. 증기발생기 형상 모의체는 주시험대 외부

구조물에 설치되며 형상 및 위치를 그림 2.4.7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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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주시험대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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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주시험대 평면 노즐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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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냉각재순환펌프 형상 모의체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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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증기발생기 형상 모의체 제작도 및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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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안전주입수 주입계통

안전주입수 주입계통은 안전주입수 공급용기, 안전주입펌프, 주시험대

외부구조물에 장착된 3 개의 안전주입노즐, 그리고 관련 배관 및 밸브 등으

로 구성된다. 안전주입수 공급용기는 20 ℃의 저온 냉각수를 공급받아 50 ℃

의 안전주입수 온도까지 승온이 가능하도록 하부에 120 kW의 플랜지형 전

열봉다발이 장착되었다. 전열봉다발의 용량은 최대 안전주입수 공급유량에

척도비를 적용한 0.68 kg/s를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안전주입수 공급용기의

내경은 1.2 m이고 전열봉다발 상부로부터의 유효 높이는 1.5 m로서 유효 체

적은 약 1.7 m3이다. 표 2.4.2 및 2.4.3에 안전주입수 공급용기와 안전주입펌

프의 설계사양을 표시하였고, 그림 2.4.8에 안전주입수 공급용기의 제작도를

표시하였다.

2"-SBLOCA 해석결과의 2000초에서의 HPSI 주입유량을 기준으로 하

여 척도비에 의한 안전주입수 용량을 설계한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HPSI Pump 수 : 2, Separate Injection

- HPSI Injection Nozzle 수 : 3 EA

- HPSI Pump 당 최대유량 : 0.34 kg/s, at 2 MPa

- Injection Nozzle ID. : 0.0086 m

- 주요 특징 :

(1) Sigle Failure 가정

(2) 2 MPa 최대 주입 압력

실험 요건에 기술한 바와 같이 파단노즐 1개를 제외한 3개의 HPSI 노

즐 중 최대 2 개의 노즐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각 배관에는 유량

의 측정 및 조절을 위한 관련 계측기 및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였다. 안전주

입노즐은 수정선형척도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원형의 1/5 척도비로 제

작되었다. 표 2.4.4에 안전주입노즐의 설계사양을 표시하였고 그림 2.4.9에 제

작도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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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안전주입용기 설계사양

ITEM Reference Value Unit Scaled Value Scaling Ratio

100 % ECC rate 18.9 kg/s 0.3381 1/55.5
Max. ECC rate 37.8 kg/s 0.6762 1/55.5
Injection Duration - s 3600 -
Required water mass - kg 1,217.1 -
Inlet water temperature 20 oC 20 Fulll Temp.
Target Temperature 50 oC 50 Fulll Temp.

Enthalpy of Inlet 83.913 kJ/kg 83.913 Fulll Temp.
Enthalpy of Target 209.344 kJ/kg 209.344 Fulll Temp.

Minimum Heater Power - kW 84.82 -
ECC Tank Heater Power kW 100 -
ECC Tank Diameter m 1.30 -
ECC TanK Height m 2.70 -
ECC Tank Total Inventory m3 3.58 -

*Reference : TASS/SMR 50.8 mm (2 inch)-SBLOCA at 2000 sec

표 2.4.3 안전주입펌프 설계사양

Name Unit Spec. Quantity Remarks

PP-ECC-01 1
Rated Flowrate m3/hr 2.550 0.7 kg/s
Working Pressure  MPa 0.100
Working Temperature oC 50.0
Head, Max m 240.0
Material - SUS304

Pump Type -
PDP

(4 phases with
Pulseless Damper)

Motor Power kW 15
Supply Power - 440V, 3f
Plunger diameter mm 50
Stroke length mm 80
Suction Nozzle 2.5in ANSI RJ 150lb Bottom
Discharge Nozzle 2in ANSI RJ 600lb TOP

표 2.4.4 안전주입노즐 설계사양

SI (HPSI / 1 train) Reference Value Unit Scaled Value Scaling Ratio

Nozzle size 0.0429 m 0.0086 1/5
Nozzle Area 0.0014455 m2 0.0000578 1/25
Flow Rate 18.9 kg/s 0.3381 1/55.5
Fluid Temperature 50 oC 50.0 1
Fluid Density 987.99 kg/m3 987.99 1

*Reference : TASS/SMR 50.8 mm (2 inch)-SBLOCA at 2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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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안전주입수 공급용기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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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안전주입수 주입노즐 제작도

2.4.3 파단모의계통

파단모의계통은 파단노즐, 물-증기 분리용기, 측정용기, 그리고 각종 밸

브 및 배관으로 구성된다. 파단노즐은 탈착이 가능하고 파단배관 내부에 장

착될 수 있는 Smooth-Entrance Long Nozzle Type으로 L/d > 12와 L >

100mm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Break Nozzle 설계 사양

(1) Max. Simulation Diameter (ID) : 42.9 mm (2 inch Sch160s 기준)

(2) Scale Ratio : 1/55.5, (ARLR
1/2)

(3) L/D : > 12, (L > 100 mm)

표 2.4.5에 척도비에 따른 파단노즐 설계값을 표시하였고 그림 2.4.10에

파단노즐 제작도를 표시하였다.

SMART 원자로의 안전주입수 배관 파단사고의 초기에는 파단부를 통

해 단상의 액체가 방출되나 본 실험의 최대 모의 압력인 2.0 MPa 이하에서

는 고에너지의 이상류가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파단유량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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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안정적인 유량의 측정을 위해 물-증기 분리를 위한 분리용기

(Separating Vessel)를 파단부와 최단거리로 설치된다. 분리용기에서 분리된

증기는 상부의 증기배출배관을 통하여 방출되고 액체는 하부의 노즐을 통하

여 측정용기(Measuring Vessel)로 공급되어 수위계에 의해 용적이 측정되도

록 구성하였다. 본 실험장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물-증기 분리기를 사용한

파단유량의 측정방법 외에도 Gamma선 밀도계 및 ventury 유량계를 사용한

파단유량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파단노즐로부터 물-증기 분리기 사이

의 배관에 별도의 파단유량 측정장치(Break Spool-Piece)를 설치하였다. 그

림 2.4.11과 2.4.12에 파단유량 측정장치 및 파단노즐로부터 물-증기분리기까

지의 파단배관 설치도를 표시하였다.

물-증기 분리기 그림 2.4.1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부에 증기 배출을

위한 노즐과 파단배관으로부터의 파단류 유입 노즐, 그리고 하부의 배수 노

즐이 장착된다. 내부에는 유입된 파단류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회전방지

날개를 회전방향을 따라서 60° 간격으로 배치하였고 원활한 습분의 제거를

위해 엇갈림 격막형태의 습분분리기를 중앙에 설치하였다. 물-증기 분리기의

하부에 설치되는 측정용기는 물-증기 분리기로부터 방출된 물의 용적을 차

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4.14에 측정용기의 제

작도를 표시하였다.

표 2.4.5 파단노즐 설계값

ITEM
Reference

Value Unit
Scaled
Value

Scaling
Ratio

Max. Flow Rate 34.20 kg/s 0.61 1/55.5
Break Area 1.445E-03 m2 2.586E-05 1/55.5
Break Nozzle
Diameter

0.0429 m 0.0057 1/7.5

*Reference : TASS/SMR 50.8mm(2inch)-SBLOCA at 2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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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파단모의노즐 제작도

그림 2.4.11 파단유량 측정장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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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파단노즐부터 물-증기 분리기까지의 파단배관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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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 물-증기 분리기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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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측정용기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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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계통

표 2.1.2에 표시한 바와 같이 4 개의 RCP 흡입관으로 공급되는 포화증

기 및 포화수의 총 유량 설계 기준은 각각 0.18 kg/s 및 1.95 kg/s이다. 안정

적인 포화증기 및 포화수의 공급은 실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

고, 적정 온도/압력의 유량 공급을 위해선 1.7 MW이상의 전력이 필요로 하

나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전원용량은 최대 1.0 MW 정도 이므로 이를 보충

하기 위하여 시험대 강수부 하부에서 냉각수를 공급받아 포화증기 및 포화

수 공급용기로 재순환시키는 운전개념을 바탕으로 계통을 설계하였다. 포화

증기 유량은 설계 기준치에 30 %의 여유도를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포화증

기 및 포화수는 주시험대 상부에 설치된 4개의 주입노즐을 통해 주입되며

주입노즐은 주냉각재 펌프의 흡입측을 모사한다. 그림 2.4.15와 2.4.16에 주시

험대 상부에 장착된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배관 및 냉각재순환펌프 흡입

측 노즐의 제작도를 각각 표시하였다.

표 2.4.6와 2.4.7에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용기의 설계 자료를 표시하

였고, 그림 2.4.17과 2.4.18에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용기의 제작도를 각각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용기

하부에는 각각 580 kW와 480 kW 용량의 전열기가 장착되어 초기 승온 운

전과 시험 중 주시험대로 주입되는 포화증기 및 포화수의 조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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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포화증기 공급용기 설계사양

ITEM Reference Value Unit Scaled Value Scaling Ratio

Steam Flow Rate per 1train 3.25 kg/s 0.06 1/55.5
Required Total Steam Flow  (4 train) 13.000 kg/s 0.23 1/55.5
Injection Duration s 3,600.000 -
Min. Water Inventory kg 837.184 -
Total Heater Power kW 483.537 -

Latent Heater Power kW 439.477 -
Tsat 212.385 oC 212.385 Full Temp.

hf 908.419 kJ/kg 908.419 "
hg 2,798.228 kJ/kg 2,798.228 "

Heatup Power kW 44.060 -
Inlet Temp. 170.000 oC 170.000 Full Temp.
Sat. Temp 212.400 oC 212.400 "

Enthalpy of Inlet 719.028 kJ/kg 719.028 "
Enthalpy of Sat 908.490 kJ/kg 908.490 "

Tank Diameter m 1.000 -
Tank Height m 2.500 -
Tank Volume m3 1.963 -

*Reference : TASS/SMR 50.8mm(2inch)-SBLOCA at 2000 sec

표 2.4.7 포화수 공급용기 설계사양

ITEM Reference Value Unit Scaled Value Scaling Ratio

Water Flow Rate per 1 train 27.2 kg/s 0.49 1/55.5
Required Total Water Flow (4 train) 108.80 kg/s 1.95 1/55.5
Injection Duration s 1,800.000 -
Min. Water Inventory kg 3,503.292 -
Heater Power for Heatup kW 184.303 -
Heatup Power kW 368.607 -

Inlet Temp. 170.000 oC 170.000 Full Temp.
Sat. Temp 212.385 oC 212.385 "

Enthalpy of Inlet 719.028 kJ/kg 719.028 "
Enthalpy of Sat 908.419 kJ/kg 908.419 "

Tank Diameter m 1.200 -
Tank Height m 3.500 -
Tank Volume m3 3.958 -

*Reference : TASS/SMR 50.8mm(2inch)-SBLOCA at 2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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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배관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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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 냉각재순환펌프 흡입측 모의체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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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7 포화증기 공급용기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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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8 포화수 공급용기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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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재순환수 공급계통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WAT 실험장치의 실효 전원용량의 부족

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시험대와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급용기를 연결하여

주시험대로부터 방출되는 냉각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포화증기 및 포화수 공

급용기로 재순환하도록 설계하였다. 강수부로부터 공급받는 재순환수의 온도

는 안전주입수 유량과 포화증기 및 포화수의 유량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정상상태운전 시 재순환수의 온도는 170℃로 평가되었다. 표

2.4.8와 2.4.9에 재순환계통 및 재순환펌프의 설계 사양를 표시하였다.

표 2.4.8 재순환계통 설계사양

ITEM Unit Value

Recirculation Flow Rate kg/s 2.179
Sat. Water Temp. oC 212.385
hf_sat_water kJ/kg 908.419
SI Flow kg/s 0.338
SI Temp. oC 50.000
hf_SI kJ/kg 209.344

Calculated Mixture hf kJ/kg 814.513
Expected D/C Temp. oC 170.000

*Reference : TASS/SMR 50.8mm(2inch)-SBLOCA at 2000 sec

표 2.4.9 재순환펌프 설계사양

Name Unit Spec. Quantity Remarks

PP-DC-01 1
Rated Flowrate m3/hr 9.018 2.25 kg/s
Working Pressure  MPa 2.000
Working Temperature oC 180.0
Head, Max m 80.0
Material - SUS304
Pump Type - Centrifugal
Motor Power kW 13.5
Supply Power - 440V, 3f
Suction Nozzle 2in ANSI RJ 600lb END
Discharge Nozzle 1.5in ANSI RJ 600lb TOP



- 38 -

2.4.6 주시험대 강수부 계측기 분포

주시험대의 증기발생기 강수부 내외부에는 압력, 수위, 유체온도, 구조

물 벽온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계측기가 장착되었다. 이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 정압: 2 EA (PT-DC-01, -02, 그림 2.4.19 참조)

- 수위: 4 EA (LT-DC-01, -02, -03, -04, 그림 2.4.19 참조)

- 유체온도: 45 EA (그림 2.4.20 참조)

- 구조물 벽온도: 50 EA (그림 2.4.21 참조)

두 개의 정압계는 수위계(LT-DC-01과 LT-DC-03)의 상부탭을 고유하

여 설치되었으며, 네 개의 수위계는 안전주입노즐과 파단노즐에 10°씩의 편

향을 두어 설치되었고 압력탭의 설치 위치를 그림 2.4.19에 표시하였다. 유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위치는 그림 2.4.20에 표시하였다. 유체온도용 열전대

설치위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높이 방향으로 5개 원주 방

향으로 8개의 위치에 열전대를 설치하였으며 냉각재순환펌프 모의체 중앙에

열전대를 장착하여 주입되는 포화유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주입수 노즐 및 파단 노즐 좌우에 열전대를 배치하여 주위의 온도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시험대 상부에 연결된 포화증기 및 포화

수 주입배관에도 주입되는 유체온도 측정용 열전대를 각 loop별로 1개씩 장

착하였다.

구조물 벽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그림 2.4.21에 표시한 바와 같이 높이

방향 3개, 원주방향 4개, 그리고 강수부를 구성하는 외부구조물과 내부구조

물의 내.외부벽에 총 48개의 열전대가 장착되었다. 또한 상부덮개의 내.외부

에도 각각 한 개씩의 벽온도 측정용 열전대가 장착되었다. 열전대의 인식번

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TW-DC-AA-BBBXY

여기서

AA : 원주방향 위치(L2, L4, L7, L9)

BBB: 장착위치 (OUT: 외부구조물, IN: 내부구조물)

X : 수직위치 (1, 2, 3)

Y : 장착위치 (1: 압력경계 바깥쪽, 2: 압력경계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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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9 주시험대 정압(PT) 및 수위(LT) 계측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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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0 주시험대 유체온도 계측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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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 주시험대 구조물 벽온도 계측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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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어․계측․전력계통 설계

2.5.1 제어 및 감시계통

장치의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조절을 위한 제어계통은 펌프속도제어,

히터용량제어, 밸브개도제어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 및 사용자의 기기제어를

위한 감시계통은 자료처리계통과 연동 구성된다.

2.5.2 자료처리계통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자료처리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 계측기로부터 발생하는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수집

- 밸브의 개도 조절, 히터의 출력조절, 펌프 모터의 속도조절을 위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신호의 전송

- 밸브 및 펌프 모터의 ON/OFF 상태와 같은 기기의 접점 신호를 알

려주는 디지털 신호의 수집

- 히터, 펌프, 밸브의 ON/OFF 작동을 위한 디지털 신호의 전송

표 2.5.1 자료처리계통의 입/출력 신호 요약

ITEM Description
Total

Number

PT Pressure Transmitter 22
LT Level Transmitter 11
QV Flow Meter 16
FCV Flow Control Valve 21
PCV Pressure Control Valve 4
OV On/Off Valve 3
PP Pump Control 2
H Heater Control 3

ITEM Signal Type
DAS Ch.
Number

TF Temperature 142
AI Analog Input 73
AO Analog Output 27
DI Digital Input 18
DO Digital Output 9

Total No.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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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자료처리계통의 입/출력 신호의 구성 및 자료처리계통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구성에 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입/출력 신호의 구성

자료처리계통으로 수집되거나 자료처리계통으로부터 전송되는 아날로

그 및 디지털 신호 개수를 표 2.5.1에 정리하였다. 본 자료처리계통은 142 개

의 열전대 아날로그 입력신호, 73 개의 아날로그 계측 입력신호, 27개의 아

날로그 출력신호, 18 개의 디지털 입력신호, 그리고 9 개의 디지털 출력신호

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입/출력 신호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

다.

- 온도 계측 신호

본 자료처리계통은 기본적으로 142 개의 열전대로부터 측정된 아날로

그 신호를 수집/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열전대의 기전력 신호는 NI SCXI

DAQ Board에 연결되며, Board 내부에 Cold Junction Compensation 기능이

있어서 0 ℃ 온도보상을 수행한다.

- 압력, 차압, 유량 계측 신호

본 자료처리계통은 기본적으로 22개의 압력계 및 11개의 차압계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와 10개의 유량계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를 수집/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압력계, 차압계, 유량계의 4～20 mA 측정 신호는

250 Ohm 저항을 거쳐 DC 1～5 V의 신호로 변환된 후 자료처리계통으로 전

달된다.

- 기기 동작 관련 신호

본 자료처리계통은 밸브의 개도 조절, 펌프 모터의 회전수 조절, 그리

고 히터 출력 조절과 관련된 아날로그 입/출력 및 디지털 입/출력 신호을 수

집 또는 전송하도록 설계하였다.

유량제어밸브 (FCV) 및 압력제어밸브 (PCV)에는 개도 조절을 위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전송하고 개도 정보 수집을 위한 4～20

mA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수집한다. Relay 접점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는

On/Off 밸브 (OV)에는 밸브 개/폐를 위한 디지털 출력신호와 밸브 개/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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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High/Low Position 지시를 위한 디지털 입력신호를 제공한다.

펌프의 경우, 기동 및 정지를 위한 디지털 출력신호 펌프의 VVVF 인

버터에 전송하고, 기동/정지 지시를 위한 디지털 입력신호를 인버터로부터

수집한다. 또한, 펌프 모터의 회전수 제어를 위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 전송하고 회전수 지시를 위한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인버터

로부터 수집한다.

히터의 경우, 펌프와 유사하게, 기동 및 정지를 위한 디지털 출력신호

를 히터의 SCR에 전송하며, 기동/정지 지시를 위한 디지털 입력신호를 SCR

로부터 수집한다. 또한, 히터 출력 제어를 위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신

호를 SCR에 전송하고 회전수 지시를 위한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SCR로부터

수집한다.

○ 자료처리계통 하드웨어 구성

앞서 기술한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위한 본 자료처리계통의 하드웨어

는 기본적으로 National Instrument 사의 PXI+SCXI Combo 시스템을 통해

구현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5.1은 본 자료처리계통 하드웨어의 구성을 개

략적으로 보여준다.

현장 계측기 및 기기와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입/출력은 세 종류

의 PXI/SCXI DAQ Board를 통해 수행된다. DAQ Board의 제어는 별도의

PC에 구축된 Software Program을 통해 수행되며, Software와 DAQ Board

간 통신은 PXI-PCI 8331_MXI-4 Controller가 담당한다. 본 자료처리계통의

DAQ Board의 주요 특성은 표 2.5.2～2.5.4에 제시하였다. PXI-6255는 Board

한 장당 40 개의 Differential 아날로그 전압 입력신호와 24 개의 디지털 입

출력 신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신호 및 디지털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 Board 한 장당 16 채널의 0～20 mA 아날로

그 출력이 가능한 PXI-6704의 경우, 펌프 회전수, 히터 출력, 밸브 개도의

제어를 위한 신호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 SCXI-1102C Board에는 Cold

Junction Compensation Sensor가 자체 내장되어 있어서, 0 ℃ 온도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호변환기 없이도 열전대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본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은 정상상태 시험이기 때문에, 실험 data의

수집속도가 100 Hz 미만이다. 따라서, 본 자료처리계통의 하드웨어를 이용하

여 실험 data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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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자료처리계통 하드웨어 구성 개략도

○ 자료처리계통 소프트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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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계통 소프트웨어는 NI LabView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주

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자료처리계통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GUI 기반의 MMI

- 현장 기기에 대한 PID 제어 로직 구현

-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개별 운전 및 Sequential 운전 로직 구현

- 수집된 계측 신호에 대한 공학적 물리량 변환

- 현장 기기 작동상태 및 계측 신호 감시

- 수집/변환된 Data의 저장 및 Post Processing

ANALOG INPUT
Number of Channels 40 Differential or 80 Single Ended

Input Resolution 16 bits
Input Range ± 10 V, ± 5 V, ± 1 V, ± 0.2 V
Max. Sampling Rate 250 kS/s
Timing Accuracy 50 ppm of sample rate
Timing Resolution 50 ns
CMRR (DC to 60 Hz) 92 dB

Input Impedance > 10 GΩ in parallel with 100 pF
Crosstalk (at 100 kHz) -75 dB

ANALOG OUTPUT
Number of Channels 2
DAC Resolution 16 bits
Max. Output Rate 740 kS/s per channel

Timing Accuracy 50 ppm of sample rate
Timing Resolution 50 ns
Output Range ± 10 V
Output Coupling DC
Output Impedence 0.2 Ω

DIGITAL I/O

Number of Channels 24
DIO Features 5 V TTL, 1 MHz

표 2.5.2 PXI-6255 DAQ Board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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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OUTPUT
Number of Channels 32 (16 전압 출력, 16 전류 출력)
Resolution 16 bits
Max. Voltage Range ± 10 V
Range Accuracy 1 mV
Max. Current Range 0 to 20 mA
Range Accuracy 2 μA
Update Rate Static (Software Timed)

표 2.5.3 PXI-6704 DAQ Board 특성

ANALOG INPUT
Number of Channel 32 Differential

Analog Input Type
Thermocouple, RTD,

mV, Volt, mA

Input Range
± 100 mV, ± 10 V,

0 to 20 mA
Absolute Accuracy (% of Reading) at ±100 mV

Typical (mV) 0.015

Maximum (mV) 0.02
Offset (uV) 25
System Noise (peak, 3 sigma)

Single Point (μV) 30

Average (μV) 10
Temperature Drift

% of Reading/oC 0.0005

Offset (μV/oC) 1
Nonlinearity (% of FS Range) ± 0.005.
Input Impedence > 1 GΩ
CMRR (dB) 90
Step Response (10 V step) 200 μs to 1 ms
Cutoff Frequency (-3 dB) 10 kHz
Gain Temperature Coeff. (ppm/oC) 10

Offset Temperature Coeff. (μV/oC) 1

표 2.5.4 SCXI-1102C DAQ Board 특성

2.5.3 전력계통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전력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

을 수행한다.

- 시험장치에 필요한 전력 공급

- 시험장치의 Heater SCR 제어에 필요한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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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치의 안전주입수 공급펌프 ECC Pump 기동 및 VVVF 제어에

필요한 전력공급

- 시험장치의 냉각을 위한 Service Water SW Pump 기동 및 정지에

필요한 전력공급

- 기타 계측기, Valve 등에 공급되는 24 Vdc 전원 판넬에 필요한 전력

공급

- 기타 냉온방 기기 및 조명 등에 필요한 전력공급

○ 전력 수전반의 구성

- 전력 사용량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시험조건인 온도, 압력 및 유

량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Pump나 Heater의 사용이 필요하다. 시험설비의

온도와 압력 조절을 위해 Heater를 사용하며, 실험설비의 압력, 온도 및 유

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수 유량 조절이 필요하며, 주입수 유량 조절은 ECC

Pump 및 SW Pump가 담당한다.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에

사용되는 주요 Heater와 Pump의 전원용량이 다음과 같다.

l 총 필요 전원용량 : 1,070 MW

- 포화증기 히터 용량 : 500 kW

- 포화수 히터 용량 : 400 kW

- 안전주입수 히터 용량 : 100 kW

- 기타(펌프 등) 전원 용량 : 70 kW

표 2.5.5는 시험설비의 전원 수전반 설계를 위한 Heater와 Pump의 전력 설

계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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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NSTR. TAG 전압 결선
Rated Motor 

Capacity, kW

Required Capcity

kW

Supply 

Name
REMARK

Pump 100 140
1 PP-ECC-01 3상 440V 20 30 VVVF-01
2 PP-ECC-02 3상 440V 20 30 VVVF-02
3 PP-SW-04 3상 440V 30 40 VVVF-03
4 PP-Dum-01 3상 440V 30 40 ON/OFF 추정

Heater 1080 1200
1 QP-ECC_01 3상 440V 100 110 SCR-01
2 QP-SS-01 3상 440V 500 550 SCR-02
3 QP-SW-01 3상 440V 200 220 SCR-03
4 QP-SW-04 3상 440V 200 220 SCR-04
5 HT-Dum-01 3상 440V 40 50 SCR-05
6 HT-Dum-02 3상 440V 40 50 SCR-06

계 1180 1340

표 2.5.5 시험설비의 전원 수전반의 기기 전력 설계 용량

- 전력 수전반 구성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수전반은 총 1400 kW 용량

으로 설계되었다. 수전반은 예비용 전력을 포함하여 주입수 유량조절 Pump

제어용으로 140 kW, 주입수의 온도 및 압력 조절을 위한 Heater 제어용으로

1200 kW, 기타 냉난방 기기 및 조명용으로 60Kw 등으로 구성된다. Pump

제어용 Panel은 각각 30 kW 3상 440Vac 2개의 VVVF 제어 Panel로 구성되

며, 2차계통 냉각 Service Water Pump 제어용 Panel은 40 Kw 3상 440Vac

의 VVVF 제어 Panel로 구성되었다. 또한 40 kW 3상 440Vac 1개의 예비전

력 Breaker가 Pump용 예비 전원으로 준비되었다. 주입수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4개의 Heater가 사용된다. 포화증기Heater 제어용 Panel은

500 kW 3상 440Vac의 전원을 사용하며, 2 개의 포화수 Heater 제어용

Panel은 200 kW 3상 440Vac의 전원을 사용하며, 안전주입수 Heater 제어용

Panel은 100 kW 3상 440Vac의 전원을 사용한다. 시험설비에 사용되는

Heater 들은 각각 SCR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어되도록 Panel을 구성하였다.

또한 예비용 Heater의 사용을 위해 40 kW 3상 440Vac의 2개의 예비전력

Breaker가 준비되었다. 표 2.5.6은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전력계통 설계 전력용량을 표시하였고, 그림 2.5.2에 구성도를 표시하였다..



- 50 -

표 2.5.6 전력계통 설계용량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전원은 SMART Main

Power Panel에서 Main ACB를 통해 공급된다. Main ACB에서 냉각수 주입

Pump 제어 VVVF Panel. Heater 제어 SCR Power Panel 및 Cooling Pump

제어 Panel 등 주요 기기 제어 Panel에 각각 독립적으로 전원이 공급된다.

Pump나 Heater 등 각종 기기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정지되도록 Breaker를

구성되었다. 그림 2.5.1은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전원 수

전반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설비의 비정상상태에서 Pump, Heater 등

주요 기기를 수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hardwired 스위치와 비정상상태를 자

동으로 정지하는 자동정지 신호를 두어 시험설비를 보호하도록 설계하였다.

수동 비상정지 스위치의 출력은 MCC(Master Control Center) Relay를 통해

기기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며, 제어 Processor의 HMI에서의 비상정지

출력신호는 MCC의 전열기나 Motor에 인가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정지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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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전원 수전반의 구성

○ ECC Pump VVVF 제어반 구성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냉각수 주입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30 kW 급 Pump를 사용한다. Pump의 주입유량은 선정된 인버터와 연

동하여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제어 방식으로Pump

의 Speed를 조절하여 제어한다. 제어용 VVVF 인버터는 펌프 1대당 한대씩

할당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용 전원이 공급된다. 제어용 VVVF 인버터

Panel은 현장 Local 제어와 제어실에서 Remote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다음은 제어용 Inverter 제어특성과 제어 Panel의 입출력 신호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 Inverter 제어 특성

- 제어용 변압기의 1차 측에 공장전압의 80% 에 해당하는 최소 과도

전압의 경우에도 동작하도록 구성되었다.

- 운전상태 표시등은 부하의 개폐상태 및 고장 트립 상태를 녹색, 적색

및 황색램프를 패널전면에 설치하고 전면에서 표시등의 교환이 가능

하다. 또한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SHIELD가 구비된다.

- Inverter의 운전방식은 현장의 Local 운전과 제어실의 Remote 운전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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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나 기타 비상상황에서 운전을 정지가 가능하다.

- 현장 Local 제어반에 비상정지 Local/Remote 선택 등 기본적인 통제

가 가능하며, 제어반의 동작/정지, 가변주파수의 변경 및 제어반의

상태를 통제 및 제어할 수 있다.

● 냉각수 주입 PUMP Control(VVVF) Panel 설계안(Inverter 제어반)

- Inverter Panel과 제어용 Processor간에 제어용 신호와 운전에 필요

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Hardwired Cable과 통신 Cable이 동시

에 설치된다.

- Inverter Panel과 제어용 Processor간에 주고 받아야하는 최소 입출

력 신호는 다음과 같다.

. AO (1) : VVVF 인버터로 회전속도제어를 위한 출력신호 1채널

. AI (4) : 펌프회전계에서 4 ～ 20mA 신호 1채널, 전력계에서 0～

5VDC 전압, 전류, 전력 각 1채널.

. DO (2) : VVVF 인버터 On, VVVF 인버터 Local/Remote 각각 1

채널

. DI (2) : VVVF 인버터 Run/Fault Status 2채널, Flow Switch 1채

널

. RS (9) : 전력계에서 RS485 통신으로 전압, 전류, 전력이 각각3채

널로 VR, VS, VTOT, IR, IS, ITOT, WR, WS, WTOT를 송수신

함.

그림 2.5.3은 냉각수 주입 Pump VVVF Speed Control Panel의 입출

력 신호의 특성을 보여주며, 그림 2.5.4는 냉각수 주입 Pump VVVF Speed

Control Panel 설계안을 보여주고 있다.

● 냉각수 주입 PUMP Control(VVVF) Inverter Panel 설계

- 냉각수 주입 PUMP Control(VVVF) MCC Cabinet은 냉각수 주입

PUMP Control(VVVF) Inverter를 운전하기 위해 Control(VVVF) Inverter에

구동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를 모아두는 캐비닛이다. 냉각수 주입 PUMP를

제어하기 위해 제어용 HMI에서 4～20 mA나 Relay 접점 신호를 받아 전원

수전반에서 Inverter Panel에 전원을 공급하여 Pump의 Motor를 VVVF로

Pump의 Speed를 제어한다. 이들 신호는 제어용 Processor의 아날로그나 디

지털 Output Card로부터 4～20 mA나 Relay 동작신호를 받아 동작하거나,

Devicenet 통신을 통해 동작신호를 받아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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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냉각수 주입 Pump VVVF Panel 의 입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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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냉각수 주입 Pump VVVF Speed Control Panel

설계안

○ Heater 제어 SCR 제어반 구성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온도와 압력을 제어하기 위

해 500 kW 급 포화증기 Heater, 400 kW 급 포화수 Heater 및 100 kW 급

안전주입수 Heater를 사용한다. Heater는 SCR을 제어하는 MCC(Master

Control Center) Panel에 의해 구동 전압이 공급되며, 제어 Processor HMI에

서 4～20 mA나 Relay 접점 신호를 받아 MCC(Master Control Center)를 통

해 SCR 위상제어를 통한 Heater에 공급되는 제어전력을 조절하여 제어한다.

제어 Processor의 HMI에서 Heater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Temp Demand

를 출력하면, 제어 Processor PXI 의 Analog Output Card를 통해 Temp

Demand에 적절한 4～20 mA 아날로그 신호를 MCC 내의 SCR Controller로

출력한다. SCR Controller는 설정치에 적합한 위상 출력을 SCR Controller에

출력하여 SCR 위상제어를 통해 전력량을 조절하여 Heater를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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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r Control SCR Panel 

SCR 위상
Control

Heater

Heater
Control

PXI Board
AO : 1
DI : 2

440 V AC

DC24V Fault Monitoring(1-DI)

DC24V Run Status (1-DI)

4~20mA Phase Control Out (1-AO)

그림 2.5.5 시험설비 Heater의 위상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의 결선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의 Heater는 SCR과 연동하

여 Phase 제어 방식으로 Heater의 공급 전력을 조절하여 제어한다. 제

어용 SCR는 Heater 1대당 하나씩 할당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용

전력이 공급된다. 제어용 SCR는 현장 Local 제어와 제어실에서

Remote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은 제어용 SCR 제어

Panel의 입출력 신호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5에 히터의 위상

제어 신호의 구성도를 표시하였다.

l SCR 제어 Panel의 입출력 신호특성

- SCR 제어 Panel과 제어용 Processor간에 주고 받아야하는 최소

입출력 신호는 다음과 같다.

. AO (1) : SCR 출력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출력 1채널

. DO (1) : SCR On 제어신호 1채널

. DI (2) : SCR Run/Fault Status 2채널

. RS (9) : 전력계에서 RS485 통신으로 전압, 전류, 전력이 각각3

채널로 VR, VS, VTOT, IR, IS, ITOT, WR, WS, WTOT를 송

수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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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Water Cooling Pump 제어반 구성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장치는 2차계통 Service Water

Cooling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40 Kw 급 Pump 를 사용한다. Pump의

Service Water Cooling 유량은 Control Valve를 통해 제어 되며, Service

Water Cooling Pump는 일정 Speed를 유지하는 On/Off 제어 방식으로 제어

된다. 제어용 Panel에는 독립적으로 제어용 전원이 공급되며, 현장 Local 제

어와 제어실에서 Remote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5.6은 순환

Pump의 제어 Panel과의 입출력 신호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6 2차계통 Service Water Cooling Pump와 제어 입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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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et Impinging Test & Visualization Test

3.1 Jet Impinging Test

3.1.1 시험 목적

본 시험의 목적은 SMART의 안전 주입수 주입 조건에서 Jet 유동의

분사 형태를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1/5 축소 장치에서 수정 선형 척도법에

근거한 Jet 유동의 분사 형태가 원형의 분사형태와 상사성을 유지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3.1.2 설계 기준 및 요건

○ 주요 관심 열수력 현상

SMART에서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시점이 되면

안전주입수가 배관을 통하여 Vessel 내부로 주입 된다. 이때 Vessel 내부는

고온 고압 조건하에 있으며 주입되는 냉각수는 과냉 상태의 제트 형태로 주

입되면서 벽면과 충돌 후 하강하여 상실되는 냉각재를 보충해 준다. 이 때,

제트 형태로 주입되는 물의 속도에 따라서 벽면과 충돌 후의 유동양식이 달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APR1400 모사실험인 MIDAS 실험 등을 살펴보면 이 경우의

주입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주입수가 벽면 충돌 후 벽면을 따라서 필름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강하였다. 그러나 SMART의 경우는 주입 속도가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에 벽면 충돌 후 유동의 양식이 분산류 또는 혼합류 등으

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입유동의 축방향 또는 횡방향 폭이 척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 SMART 운전 조건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 요건서”에 따르면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은 표 3.1.1과 같은 조건에서 수행하게 된다. 즉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은 SMART의 소형냉각재 상실 사고 시 1～2 MPa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 요건서”에서 인용된 그림 3.1.1은 안전 주

입수 펌프(SMART)에 따른 안전 주입수 주입 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본 Jet

시험은 유동 양식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SMART의 안전 주입수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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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중 상대적으로 고유속 조건을 선정하였다. 그림 3.1.1 에 따르면 안전주

입 펌프 한 대에 대한 주입 최대 유량은 약 18.5 kg/s 정도이며, 1 MPa 기

준과 2 MPa 기준으로 볼 때, 17.6 kg/s 와 17.0kg/s가 된다. (펌프 한 대 당

2 Train 주입) 압력 및 유량에 따른 속도는 표 3.1.1과 같으며 속도의 범위는

약 4 m/s ~ 10 m/s 이다.

그림 3.1.1 안전주입수 주입 펌프의 주입 유량 곡선

표 3.1.1 SMART 안전 주입수 주입 유속 계산

압력
액체 밀도

(kg/m3)

기체 밀도

(kg/m3)

점성도

(x10-3)

표면

장력

속도 [m/s]

(HPSI 100%)

속도 [m/s]

(HPSI 200%)

1MPa 886.43 5.21 0.149 0.042 4.90 9.80

2MPa 849.10 10.17 0.125 0.035 4.94 9.88

본 시험의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시험의 압력은 대기압 조건

- 안전 주입수 펌프 특성 곡선 중 1 MPa 및 2 MPa 해당 유량

- SMART의 안전 주입수 주입관의 기하학적 형상

또한 본 시험에서 설계시 요구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Full Scale 및 1/5 Scale 두 가지 실험 결과 비교

- 안전 주입수 주입 유량 조절 및 측정

- 벽면 충돌 후 유동양식 가시화

- 벽면 출동 후 Effective Region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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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시험 요건

○ 시험 장치 요건

시험 장치는 원형 1/1 규모 및 1/5 축소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일한

Frame에서 노즐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두 가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

안한다. 한편 Jet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만 모사하기 위해서 반경방

향으로 1/4-sector 형상으로 제작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시험조건

본 시험은 대기압에서 수행될 예정이며, 수정형 선형 척도법을 적용하

여 제트 유량을 결정한다. 수정형 선형 척도법에서 속도비와 속도비 성분을

구성하는 겉보기 속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3.1)

    
 (3.2)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척도비가 유도된다.

  

  (3.3)

이때,     로 정의된다. SMART의 유량에 대응하는 원형 및

1/5 축소시험 조건은 표 3.1.2, 표 3.1.3과 같다. 본 시험에서는 위 범위 중 선

별하여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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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원형 시험에서 대기압 조건에서의 물 주입 속도 계산

압력 및

온도

액체밀도

[kg/m3]

포화액체

밀도

[kg/m3]

포화기체

밀도

[kg/m3]

속도 (HPSI

100%)

[m/s]

속도 (HPSI

200%)

[m/s]

대기압

25oC
997.16 958.13 0.60

4.81

(1 MPa 모사)

9.63

(1 MPa 모사)
4.87

(2 MPa 모사)

9.74

(2 MPa 모사)

표 3.1.3 1/5 축소 시험에서 대기압 조건에서의 속도 계산

압력 및

온도

액체밀도

[kg/m3]

포화액체

밀도

[kg/m3]

포화기체

밀도

[kg/m3]

속도 (m/s)

(HPSI 100% )

속도 (m/s)

(HPSI 200%)

대기압

25oC
997.16 958.13 0.60

2.15

(1 MPa 모사)

4.31

(2 MPa 모사)
2.18

(2 MPa 모사)

4.36

(2 MPa 모사)

3.1.4 장치 설계

Jet Impinging Test 장치의 시험부는 원형 1/1 규모 및 1/5 축소 Scale

두 가지를 원통형으로 제작한다. 이때, 원형 전체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Jet가 벽면 충돌 후 분산되는 영역만 고려하며, 원형 시험의 경우는 60도 영

역, 1/5축소 시험은 90도 영역을 모사한다. 시험부에 대한 구체적인 치수는

그림 3.1.2와 같다.



- 61 -

그림 3.1.2 Jet 시험 시험부 형상

이 시험부에 Jet를 분사하기 위한 유량 분사계통이 위치한다. 이때 유

량은 밸브에 의해 제어가 되며 와류형 체적유량계(Vortex Flowmeter)로 계

측된다. 유량이 분사되는 출구 쪽에는 분사 노즐이 위치하며 그림 3.1.3은 분

사 노즐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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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Jet 분사 노즐 형상

위의 시험부 및 분사계통은 동일한 외곽지지대에 위치하게 되며 이 외

곽 지지대는 노즐의 위치 및 시험부 고정 위치를 두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험부, 분사계통 및 지지대의 전반적인 구성은 그림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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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Jet 시험 지지대

3.2 Annulus ECC Visualization Test

3.2.1 시험 목적

본 시험은 ECC Test의 사전 시험으로서 안전 주입시 SMART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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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모델의 내부 유동영역에서 물-공기 이상 유동의 복합적인 유동 형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안전주입수 우회율(ECC Bypass)을 정성적으로 평가하

는 데 목적이 있다.

3.2.2 설계 기준 및 요건

○ 주요 관심 열수력 현상

본 시험은 안전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의 사전 시험으로서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시험에서 나타나는 열수력적 현상 중 ECC Bypass 현상을

Air-Water 조건에서의 안전주입수 우회율 가시화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수

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원자로 상부 강수부만 모사한다.

본 시험에서는 안전주입수가 주입될 때 파단 부분에서 단상 임계유량

비에 해당하는 유동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파단 단면적비를 반영하여 이상

임계 확대설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성적 접근이 필요하

다.

○ SMART의 설계조건

SMART의 안전주입수 주입 조건 중 본 시험과 연관된 변수에 대한 값

은 표 3.2.1과 같이 정리 된다. 본 시험은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시험에서 대

표적인 시험 조건을 대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표 3.2.1 SMART 안전 주입시 조건

변수 값 비고

RCS압력, MPa 1 ~ 4

RCP 증기 유량, kg/s 5/train 혼합체 유량

RCP 방출부 영역 혼합체 초기 수위, % 0～100

안전주입 유량 곡선 100 % 기준

파단 위치 및 크기
ECC Nozzle

50.8mm(2inch)

파단 유량 임계유량

○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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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 장치의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 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의 유동 영역의 기하학적 형상 보존

- “안전 주입수 주입성능 시험”의 시험조건

- 냉각 펌프의 1대 정지 상황 고려

- 파단 안전주입노즐과 방사각 180도에 위치한 노즐로 고압 안전주입

수 주입

또한 본 시험 장치의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안전 주입수 주입 유량 조절

- Air-Water Flow 주입 유량 개별적 조절

- RCS 내부 수위 조절

- Bypass 유량 계측

3.2.3 시험 요건

○ 시험 장치 요건

본 시험 장치는 상부 강수부 부분만 모사하며,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시험과 동일한 형상 및 유동 영역을 가진다. SMART의 1/5축소 형상을 갖

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증기발생기 상부체 형상이 강수부 횡유동에 미

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상부형상 모사체를 모의한다 CSB

와 RPV 사이의 S/G가 위치하는 영역의 수위 조절 계통과 파단 유량의 유량

계측을 위한 계측 계통이 있어야 하며 Vessel의 외곽 영역은 가시화가 가능

한 재질이 적용되어야 한다.

○ 시험조건

본 시험에서 제어되어야 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안전주입수 주입 유량

- 공기 주입 유량

- CSB과 RPV 사이의 S/G가 위치하는 영역의 수위조절

가시화 시험의 안전주입수 주입 유량은, 안전 주입수 주입 성능 시험의

주입 유량의 100 %인 Train 당 8.8 kg/s, 2 MPa 조건을 기준으로 Jet

impinging Test와 같이 수정 선형 척도법을 적용하면, 2"의 1/5 파단 직경에

대하여 2.18 m/s로 주입되어야 한다.

한편 SMART의 RCP 출구에서 주입되는 증기의 유량을 혼합체의 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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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량을 통하여 계산하면 하나의 Train 당 3.25 kg/s가 된다. 이에 수정

선형 척도법을 적용하고 공기의 밀도를 1.2 kg/m3으로 가정하면 증기량을

모사하기 위한 공기의 유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3.4)

  
 × (3.5)

  


 ×  

이때, 증기의 유량만을 모사하게 되면 실제 물-증기 주입의 경우에 비

해 국부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국부 속도를 모사하기 위해 물의 주

입 유량에 해당하는 공기의 유량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SMART의 RCP 관

성 서행 시 물의 유량은 초기에 300 kg/s 이므로 해당하는 체적 유량은 약

0.3533 m3/s 이다. 따라서 위의 척도비를 이용하면 1/5 축소 장치에서의 유량

은 0.0063 m3/s가 되고 따라서 1 train 당 0.0016 m3/s이다. 결과적으로 가시

화 시험 장치에서 요구되는 공기의 유량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공기의 속도는 공기의 밀도 및 공기 주입구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기 주입구 단면은 직경이 112 mm인 원형이므로 공기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주입된 공기는 모두 파단 배관을 통하여 방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단

부의 크기는 주입공기 방출 시 Choking 에 걸리지 않아야 하며, 아크릴로

제작된 시험편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내부와 외부 대기압 간의 압력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즉, 충분한 유량이 방출되어 내부의 현상을 모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단부의 크기는 최소한 60 mm 이상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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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70 mm 크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의 기준 시험 조건을 표

3.2.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RCP 유로 공기 유량을 환산하면 720.4 m3/hr에 해당하는데 이때, 공기

주입 유로는 101.6 mm (4 inch) pipe로 구성되면 이때 와류형 유량계의 계

측 범위는 140 m3/hr ~ 1850 m3/hr에 해당하므로 계측기의 오차가 적은 영

역에 해당한다.

표 3.2.2 가시화 시험조건

변수 값 비고

RCP 유로 공기 유속 [m/s] 5.08

안전 주입수 주입 속도 [m/s] 2.18

파단 배관 크기 [mm] 70

파단 유량 [m3/s] 0.05*4 임계유량이하

3.2.4 장치 설계

가시화 시험 장치는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시험 장치에서의 유체 유동

영역의 형상 즉, CSB와 RPV사이 영역의 형상을 동일하게 모의하고 있다.

다만, 안전주입수 주입 성능 시험의 증기 주입 방식에 대한 사전 평가를 위

하여 두 가지 다른 개념의 공기 주입 장치를 가진 시험 장치를 고안하였다.

1안은 냉각재순환펌프 위치에서 주입되는 공기양을 각각 개별적으로 조절하

는 형태의 장치이며(그림 3.2.1), 2안은 주입 장치가 환형 형태로 되어 있어

서 공기가 동시에 주입되는 형태이다(그림 3.2.2). 본 시험에서는 1안을 기준

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시험 장치의 외곽 Vessel은 두 가지 시험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은 그림 3.2.3에 제시되어 있다. 시험 장치 내부에

대한 1안은 내부 구조물 모사부와 공기 주입부로 구성되며 그림 3.2.4에 각

각 나타나 있다. 2안은 내부 구조물이 그림 3.2.5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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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가시화 시험용 시험부 (1안)

그림 3.2.2 가시화 시험용 시험부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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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시험장치 외곽 Vessel 치수도

그림 3.2.4 시험장치 1안의 내부 구조물 및 공기 주입부 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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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시험장치 2안의 내부 구조물 치수도

각 장치는 공통적으로 안전 주입수 주입구에 Control Valve 및 유량계

가 연결되고, 파단부 쪽은 bypass 유량 측정을 위한 수조와 연결되며 수조의

수위가 측정된다. 또한 정성적인 현상의 관찰을 위하여 가시화할 수 있는 외

곽 재질로 구성된다. 가시화 시험의 전반적인 계통은 그림 3.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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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가시화 시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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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계획

SMART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을 위한 개별효과실험은 소형파단에

의한 냉각재상실사고시 강수부에서의 안전주입수 우회율 및 노심 침투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실험 자료 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안전주입수 성능시험장

치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다. 계통의 설계는 수정 선형 척도

법이 적용되었고, SMART의 안전주입특성 및 가능한 전원용량 등을 고려하

여 1/5의 선형 축소비가 선정되었다. 시험은 2.0 MPa/포화온도 조건에서 수

행되도록 설계하였고, 포화증기 및 포화수의 공급유량은 TASS/SMR을 사용

한 해석결과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전원용량이 부

족하게 때문에 강수부 하부로부터 포화증기 및 포화수 탱크를 연결하는 재

순환 개념을 적용하여 장치를 설계하였다.

본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험데이터는 SMART의 소형냉각재상실사고

시 안전주입수의 우회율 및 노심 침투율 등의 중요 열수력 변수에 대한 코

드 해석결과에 대한 검증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며, 이외에도, 열수력을 포함

한 다양한 원자로 해석에 사용될 안전주입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기술과 데이터는 향후 원전기술의 고유성을 제

고하여 원전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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