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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고 펼수적인 실험을 생산과 이러한 증자료 

개발하기 위 

새로운 

통합/삭제한 시스템을 

열전달시스템에 

것이다. 

중간열전달계통인 2차 냉각계통을 

중간유체를 이용한 강제순환 

단순화 개념이 제안되어 

개발하는 위한 측정기술을 

개념인 

필요성이 대두되 

대한 

검증할 실험적으로 이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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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중/후반기 반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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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거동특성 중/후반기 SWR 

해석모형 코드의 SELPSTA 개발한 유체분야에서 위해 해석하기 。-E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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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데 연구목적 이 있다. 에 대한 검증자료를 실험적으로 

인접한 재질에 열피로를 

설계에 고려하여야 할 중 

인하여 온도요동으로 뇨二_Q_ 
.Ilζ '-소륨의 냉각재인 

액체금속로 유발시키는 thermal striping 현상은 

요동은 thermal striping 자유액면의 ~ = 
j二훈T 노심상부에서의 요한 인자이다. 

것이 예측하는 주기와 진폭을 요동의 중요한 현상이므로 유발시키는 으
E크 

물리적 

수습하기가 매우 

검출방 감시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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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크게 발전되면 

이중의 검출시스템으로 

중요하다. 

감시체계는 

필요하며，일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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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 괴l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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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대류， 전도의 복합적인 전열모드가 있는 가운데에 이루어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복합적인 열전달모드에서의 측정오차를 최소 

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측정이 

'--
l一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IHTS 단순화 특성 실험 

가. 새로운 개념의 IHTS 단순화 개념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 

나. 전열매체에 대한 물성 조사 

다. 실험요건서 검토 및 분석 

라. 실험장치 P&ID 및 조립순서도 작성 

2. SWR 충/후반기 거동 특성 실험 

가.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3. Thermal striping 특성 실험 

가. 물모의 실험장치 설계， 제작， 설치 

(1) 실 험 부 직 경 (380, 480, 680, 780, 1000mm) 

(2) 주 입 노즐 직 경 (38, 48, 58, 78, 100mm) 

(3) 평 균수위 (890-1490mm) 

(4) 유량(1.0-15 Q /sec) 

나. 실험자료 생산 

(1) 자유액면 요동의 진동수와 진폭 분석용 실험자료 생산 

(2) 자유액면에서 가스혼입 임계조건 측정 

다. 실험자료 분석 

4. 증기발생기에서 소륨으로의 물 누출 감지기술 개발 

가. 최소 누출량 검출 특성 측정 

(1) Micro leak검 출을 위 한 장치 설 치 

(2)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셋업 

(3)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검출 성능 확인 

나. 누출량 검출 정밀도 특성 측정 

11 



(1) 배경소음 영향 분석 

(2) 측정 정밀도 분석 

-
줄
 

도
 

5. 차압 및 유량 측정 기술 

가. 국내 · 외 기술현황 분석 

나. 새로운 개념의 차압 및 유량 측정 기법 

6. 복합 열전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 

가. 측정오차 최소화를 위한 기술 검토 

(1) 측정 오차 특성 고유값에 대한 분석 

및 측정온도 환경에 따른 오차요인 분석 

발생되는 오차 분석 

(2) 온도측정법 

(3) 계측상에서 및 최소화 방안 도출 

나. 복합 열전달모드에 의한 측정오차 최소화 방안 예비도출 

W. 연구개발결과 

개념의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액체금속로 

중간열전달계통을 단순화하는 개념에 대한 실험요건서를 

위해 당해년도엔 반응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생산하여 예비분석을 

실험장치 제작을 위한 기본 P&ID를 작성하였고， 중간 전열 

분석되었다. 

반웅사고 중/후반기 거동특성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실험장치를 

자유액면의 요동을 분석할 620 세트 실험자료를 

연구를 

일환으로 기존의 

분석하였으며， 

매체의 특성이 
n 

τ
 

샤
 
매
 

대략 

요동으로 

획 

규모에서 

0.3Hz에서 2Hz를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부차적으로 자유액면의 

인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임계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μ4개 실험자료를 

득하여 실험식을 개발하였다. 

실험장치 수
 
’ 춰

 
의하면 결과에 예비분석 수행하였다. 

감지기술개발을 

증기발생기에서 -lg/s의 

음향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DSP 모률과 함께 1채널， 2채널， 4채널의 데이터 

확인하였다. 또한 장치 개발에 필요한 배경소음 하에서 

이번 실험 위한 -
줄
 

누
 
’ 물

 
소륨으로의 증기발생기에서 

을
 뜰

 
FFT 

소규모 

이번 장치의 

수집 및 

… … 

액체금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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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누
’
 

물
 

소규모 

냉각방식의 .l = 
i二-a-

감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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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향 소음 분석 및 특징인자 추출이 시험되었다. 

국내외 차압 및 유량 측정기법들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온의 소륨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법들을 선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 

으며， 국내의 소륨 루프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법을 도출하고 

관련 실험장치의 개념도를 구성하였다. 도출된 방안에 따라 모의 순환 루 

프를 제작하여 신기법의 타당성 검증시험에 활용하고자 한다.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각 센서들의 온도 측정방법， 측정환경， 계 

측상의 문제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오차요인을 분석하여 측온오차의 최소 

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열전도， 복사에 의한 온도 측정오차를 감소 

시키기 위한 실험적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실험요건서의 분석 및 작성된 P&ID로부터 장치 제작 및 전열실험을 

수행하여 설계분야의 신개념 증기발생장치에 대한 전열작동성 평가 및 분 

석방법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륨-물 반웅사고 중/후반기 거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이 실험장치는 차기년도에 SWR 중/후반기 계통거 

동 해석코드인 SELPSTA의 해석모형에 대한 실험적 검증자료를 생산하 

는데 활용될 것이다. 

자유액면의 요동실험에 의하여 개발된 실험식은 액체금속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액체금속로 중기발생기의 물 누출 음향 감지기술 개발은 무엇보다도 

민감도， 응답성， 신뢰성이 좋은 누출 감지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는 음향 소음 특성 인자를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하였고， 이 추출값들은 

신경망(neural network)에 의한 누출 소음 감지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이 

다. 이번 소륨-물 누출에 관한 음향 분석 기술과 음향 누출 소음 감지장 

치는 음향법에 의한 감지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비한 물 공급시 

스템 차단을 위한 경보시스템 설계 및 방호 기본개념 설계에도 연계하여 

lV 



적용될 것이다. 

국내외 차압 및 유량 측정기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방 

안에 따라 모의 순환 루프를 제작하여 신기법의 타당성 검증시험에 활용 

하고자 한다.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소륨 실험루프 및 액체금속 활용장치 

에 적용하고자 한다. 

온도측정이 수반되는 액체금속로의 계측제어계통과 소륨관련 실험장 

치에서의 정밀한 온도측정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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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odium Technology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produce the data for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which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 design technology for LMR, and to develope the 

measuring technology for performing effectively the experiments 

essential for its technology. 

The new concept, integration or elimination of the heat transfer 

system by the forced circulation of the liquid heavy metal in steam 

generation system of IHTS was proposed. This concept needs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It is necess따Y to generate the experimental data which are 

suitable for the verification of the SELPST A codes for the analysis of 

the system dynamic response of the later phase of a sodium-water 

reaction in KALIMER. 

Thermal striping phenomenon due to the free surface fluctuation of 

sodium is an important parameter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liquid metal reactor. Since the thermal fluctuation at a 

reactor vessel wall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amplitude and 

frequency of the free surface fluctuation,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ose characteristics. 

The technical experiences are required to setup the acoustic leak 

detection system, have the reliable leak detection system under water 

leakage into sodium, and to establish its related acoustic noi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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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It is essential that the acoustic leak detection technology 

for the detection of micro or small leak at early stage is developed 

because the leak is initiated from micro or small leak rate. 

The state-of-the-art on the flow & 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techniques in the piping system is investigated to develop 

new techniques which are applicable to high temperature sodium flow 

environment. The existing 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technique has 

inherently drawback since it uses intermediate oil between sodium and 

sensing element, and the currently used electromagnetic flow measuring 

device is highly expensive, and it requires additional equipment and 

space for installation. Thus a novel technique is to be developed to 

solve those disadvantages. 

The experi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LMR are 

performed at the extensive range of measuring temperature, and under 

the complex heat mode with heat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It is necess따Y to perform the study on the minimization of errors in 

the temperature measurement due to complex heat transfer. 

m.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1. IHTS simplification experiment 

A. Data survey on IHTS simplification of new concept 

B. Phys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heat transfer media 

C. Experimental requirement study and analysis 

D. P&I drawing and fabrication method 

2. Experiment on the system dynamic response of the later phase of a 

SWR 

A. Design and manufacture of an experimental apparatus 

3. Thermal striping experiment 

V1I1 



A. Design and installation of water mock-up experimental facility 

(1) Test section diameter(380, 480, 680, 780, lO00mm) 

(2) Injection nozzle diameter(38, 48, 58, 78, 100mm) 

(3) Mean water leve1(890-1490mm) 

(4) Flow rate(1.0-15 Q /s~c) 

B. Measured experimental data 

(1) Measurement of amplitude and frequency of free surface 

f1uctuation 

(2) Measurement of critical condition for gas entertainment 

C.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4. Development of water into sodium leak detection technology for 

LMR steam generator 

A. Measurement of detection properties in minimum leak rates 

(1) Installation for micro leak injection system 

(2) Setup of acoustic detection equipment 

(3) Conformation of acoustic leak detection equipment 

B. Measurement of detection accuracy for leak 

(1) Leak noise analysis under background noises 

(2) Leak noise analysis for measurement accuracy 

5. Flow rate and differential pressure measurement techniques 

A. Investigation of state-of-the-art 

B. Proposal for new techniques 

6. Minimization of errors in temperature measurement due to complex 

heat transfer 

A. Investigation for minimization of errors in temperature measurement 

(1) Analysis of inherent va1ue of eπors in temperature measurement 

(2) Analysis of eπor factors in the method and surroundings for 

measuring temperature 

(3) Drawing up the plan for minimization of errors in instrumen

nt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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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rawing up the plan for minimization of eπors in ternperature 

rneasurernent due to cornplex heat transfer 

N. Results of the Project 

The analysis of experirnental requirernents for the sirnplification 

experirnent of IHTS was carried out. And the basic P&ID and 

fabrication rnethod were prepared for the experirnental apparatus. Also, 

the physical, chernical properties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 heat transfer media, Wood's alloy,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ater phase of a SWR ev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dium-water reaction has been studied and an 

experimental apparatus is also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the 

present study. 

An experimental study has been carried out for measuring the 

characteristics of free surface fluctuation and the 620 data set obtained 

in the experiment have been p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requency of free surface fluctuation is varied from 0.3Hz to 2Hz in 

the experimental range. An experimental correlation for the critical gas 

entertainment condition is additionally developed using the 444 

measured data. 

The experiment for water leak detection into sodiurn under water 

leak rate of -lg/sec in steam generator was performed so that it was 

setup with DSP modules, and the study for extracting acoustic leak 

properties under background noises was performed. 

New and novel techniques for measuring flow rate and differential 

pressure in the high temperature sodium piping have been proposed. 

The experiment work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techniques is to be implemented, and it would be contribu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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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new devices for applying to sodium test facilities. 

The plan for the minimization of errors in temperature 

measurement was drawn up by analysing the eπor factors in the 

method, surroundings for measuring the temperature, and the 

instrumental problem. And the experimental plans for minimization of 

errors in temperature measurement due to complex heat transfer were 

prepared.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experimental apparatus preparation and experiments for the 

heat transfer will be carried out,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will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heat transfer operation performance about 

the new concept of IHTS simplification proposed by fluid and IC 

system design. 

An experimental apparatus of SWR will be used to generate the 

experimental data which are suitable for verification of the SELPST A 

codes for analysis of the system dynamic response of the later phase 

of a sodium-water reaction. 

The equipment of acoustic leak detection and the technologies of 

acoustic noise analysis related with water leak into sodium will be 

applied to design the emergency system for protection of water supply 

system, and applied for conceptual design of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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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하는 

급수측 물/증기가 전열관을 사이에 

二그-ι- "프 
l=l T딛E 2차측의 하여 액체소륨을 

KALIMER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의 

전열매체로 고온의 

열교환을 하고 있어， 만일 전 

발생하게 되면 소륨과 물이 직접 접촉하게 되어 격렬 

액체소륨과 두고 상대적으로 저압인 shell측 

열관Ctube)에 결함이 

계통의 압 

급격한 압력파 

수소가 생성되어 

반응사고는 초기에 

양의 일으킴으로 인해 많은 한 화학적 반응을 

력을 급격히 상승시키게 된다. 소륨-물 



중/후반 전달 현상인 압력 전파단계 (wave propagation phase)에 서 다1 
?‘ 발생 

인한 압력증가 

질량유입단계(mass transfer phase)로 전환된다. 특히， 중/후반기 

해석은 압력전파(wave propagation)를 포함하는 초기(수 msec) 급격한 계 

증가로 유입량 계통 내 반응열의 t:!J 
^ 생성물 반웅 기에는 

현상인 

반응 압력 개 방판(Rupture Disk) 파열 이 후의 

관련 배관계통 전체에 대한 상대적으로 긴 시 

디
 좋
 

찮
 

통과도현상보다는 

압력방출계통(SWRPRS) 및 

이러한 소 주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간동안(-수 sec)의 계통 해석에 

개발된 전산코드， SELPSTA 중/후반기 계통 해석용으로 륨-물 반웅사고 

해석모형에 대한 실험적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유체분야에서 작성된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액체금속로에서는 냉각재가 고옹에서 운전되고 저온과 고온의 

열전도도가 매우 

미친다. 

(Sodium-water reaction Event Later Phase System Transient Analyzer) 

있다. 

이해하 

생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특성을 올바로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실험 

검증자료를 

통해 

실험요건서를 

의 

이를 ~ t: 0 '\-l l 。

i二훈:r-등를 보r숫T 

검토， 

를
 

’ 

샤
지
 

고
 
자
。
 

크다. 또한 냉각재인 

온도의 변화가 빠르게 인접한 벽면에 

인접한 재질의 

재질의 

온도차 

2 -.:::: 

i二τ:r높기 때문에 

소륨의 

소륨은 가 매우 

온도변화는 영향을 

온도요동(thermal fluctuation)을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이러한 현상을 thermal 유발시킨다. 열피로파손을 온도요동은 

striping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조 

고 중요하게 더욱 thermal striping을 경향이 있어 를 조밀하게 설계하는 

한 원인으로는 

자유액면이 요동 

닿게되므로 온도요 

자유액면의 

요동의 주기와 진폭을 

일으키는 

노심 상부에서 형성되는 소륨 자유액면의 요동현상이다. 

하면 고온인 소륨과 저온인 커버가스가 교대로 벽면에 

동을 유발시킨다. 이 영향을 평가하는데 열유체적으로는 

주기와 진폭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thermal striping을 있다. 액체금속로에서 려하고 

요동 

의 

당해연 개조하여 압력강하 물 실험장치’를 기존의 ‘번들 측정하기 위하여 

또 

의해 소륨 속으로 혼입 

주기와 진폭을 측정하는 실험을 

공기가 물 속으로 혼입되는 임계 

요동으로 발생하는 액체금속로에서 자유액면 

커버가스가 액면요동에 

(entertainment)되 는 현상이 다. 액 면요동의 

부차적으로 액면요동에 의해 

」‘ 

수행하였다. 

현상은 중요한 

수행하면서 

도에 실험을 

하나의 



조건을 측정하는 실험도 수행하였다. 실험자료로 예비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최종결과분석은 차후에 수행할 예정이다. 

물 누출 음향 감지기술 개발의 

장 빠른 시간 안에 감지하여 

초기에 작은 누출을 가 목적은 누출의 

l:l1-
E프 

감지하기 의해서는 수 

물 누출 속도， 누출 후 수소 

누출사고의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서의 

전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있다. 작은 물 누출사고를 

소 검출기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소륨으로의 

느라고， 

특히 

매우 

않으며， 

응답시간이 

되지 

경로에 따라 감지 

누출 위치 파악이 

성분의 

증기발생기가 있을 때 

즈二}、 
I J-

ttl 
^ 농도의 증가 

여러 대의 

수소 

필요하겠지만， 

발전한 후에 

있는 음향 감지방법 

서
。
 

뢰
 

시
L
 

고
 

로
 

트
 

도
 
쿄
 빠
 

술
 
、J
ν

기
 

할
 
셰
 

비
 누
 
맨
 

7r 

I 

가스(cover gas) 층에서의 카버 

때문에， 누출 즉시 감지할 수 

아울러 중규모 이상의 

못하여 중규모 이상의 대형 

건전성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누출 

물
 

소규모(micro) ， 소규모(sar피1) 누출시 

검출방법은 불가능하기 

이 가장 적합하다. 

조기에 감지하지 

중기발생기의 있 

매우 필요하다 

운전(운전 

장치개발이 

루프내에서 

는 물 누출 음향 감지 기 술 및 

용융상태로 온도:200
0

C - 600 oC )하게 되 

물질과 반웅성이 

측정방법이나， 이에 

공기， C02 등의 물과 

비해 

고온이고， 

냉각재에 

/←튜으 _._ t그 ,_ 

는데， 유동중인 소륨이 

크기 때문에 상온의 타 압력 ttl 
^ 유량 

고려하여 개 으
 

E 꺼
。
 

트
 「물리적，화학적 있어서 연구 개발에 대한 측정장치의 

저장 ttl 
;’<이송 스테인레스강 용기내에서 발해야 하며， 소륨은 항상 밀폐된 

해야 한다. 

이러한 원자로 。

ìT 있어서 파악하는데 상태를 동
 

。

π
 

내에서 냉각재의 

재
 

고
 

각
 
하
 

냉
 
확
 

튜
디
 처
。
 

소
 
돼
 할 

액체금속로의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데， 특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량 및 압력이 

는 타 냉각재(물)와 물리적， 화학적 

안정적인 유량 · 압력 측정 및 있다. _,..‘ T 중요하다고 개발이 측정 장치 

및 차압 프랑스，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소륨용 유량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되어 

또한 현재 

있다. 그러나 국내에 p J-__Q_ 
u> L..: 계에 대한 

없는 실정이며 이 

차압 

서는 소륨용 유량계 및 차압계에 대한 기술개발이 거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고온 및 。 그1-

ìT‘a 소륨의 상태 
,_ -,_ 

유동장 측 

중요한 분야 

전자기 

매우 

ttl 
^ 

차원에서도 

열유동 액체금속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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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루프 실험장치나 

요소이며 있어 필수적인 

>. = 
i二13""은

 
처
。
 

츠
 
「

정에 



액체금속 활용장치에 

있는 유량 및 압력 측정장치 개발에 앞서， 국내 · 외의 

측정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개념들을 참고로 하여 

륨 유동장에서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한 차압 및 유량 측정 신기법을 도출 

유량 및 

고온 소 

르표 다] 
1- ^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륨실험 라고 할 수 

사용할 수 

압력 

자 

1:: C "0 T=! 
oτr 등~속드 

요
 

즈
 
。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원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원자력산엽， 반도체， 그리고 화학공업 

의료시험， 정밀계기 생산， 생명공학과 같은 정밀한 연구에서는 반드시 

요한 기술이다. 또한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은 대상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온도범위가 넓고 그 측정이 복사， 대류， 전도의 복합적인 전 

열모드가 있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복합적인 전 

열모드에서의 측정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 

열전도， 대류， 복사를 고려한 열복합모드가 측정오차에 미치는 

비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실 

필 

온도측정기술은 

하고자 한다. 

에너지의 

지만 

성에 

대한 원리， 

_Q_ 

온도오차 

오차를 확 

온도측정 

그러므로 온도측정에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각 센서들의 온도 측정방법， 측정환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오차요인의 분석과 대책 열전대의 교정을 통한 측정 

도오차 감소， 열전대를 이용한 측온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한 측정 

의 최소화와 이를 통한 실험적 방법론 도출 그리고 측정온도의 

인하는 실험에 앞서 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복합 열전달모드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계산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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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으
 」

서
 「

분
 

험적인 



현황 기술개발 ·외 국내 제 2 장 

논￥-λ} 
1.!__ -, 현항 기술개발 절 국외 1 제 

을
 
원
 

율
 H 

용
 h 

이
 

자
 

엠
 해
 

。
1

‘

이
니
 

자
 

묘
 

처
n
 

장
 

느
」
 

있
 

우라늄 통해 액체금속로는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기존의 경수로대비 60-70배 정도 높일 끼~ 

T 

있다. 그러나 액체금속로 선진국인 프랑스나 일본 등 

발생한 냉각재 사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나， 증기발생기에서는 소륨 

물이 전열관 튜브를 경계로 열교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 누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양한 보호계통과 사후 처리장치， 

안전 예방장치의 설치 등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륨을 사용하는 대용량 원자로의 개발을 

2000년대 초반 원자력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액체금속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념을 

위해 

재 개발 

정비하고 

고
 

반
」
 

。

-
E

과
。
 

객
사
 뼈
배
 

간
사
}
 
고
 

로
 
서
 

자
 
에
 

과
 

있는 것으로 

전열시 단순화를 위한 연구로， 직접접촉방식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루어지고 점검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중간열전달계통의 

이중전열관을 갖는 개념 

’ 

나
 

며
 
이
 

이
，
 테
n
 

보
 
스
 

발의 

증기발 

생기의 전열시스템 내부를 채우고 있는 용융금속을 가열하고， 이 용융금속 

안에 직접 물을 주입하여 용융금속과 물과의 직접 전열에 의해 

1차 소륨이 고온의 난
 

노심을 통과하고 직접접촉전열 개념은 

쯤
 

으
 

E 물
 

하는 shell and 열교환을 1차 소륨과 용융금속이 방법이다. 기화 시키는 

중간열교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기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용융금속은 상승부와 하강부의 

노의 열교환기 부분은 종래 

중간열교환기와 합체된 

증기발생기 안의 

tube 형태의 

에 의해 자연순환을 하게 됨으로써， 펌프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때 사용되는 용융금속으로는 융점과 비점 및 증기발생기 구조재와의 장기 

등의 관점에서 납-비스무스가 후보로 거론되고 

중금속인 납-비스무스를 사용하는 소륨 열교환 튜브에서 

안전성 검토와 물과 중금속이 고온에서 직접 접촉하기 

증기폭발현상 해석， 중금속 산화물의 생성 억제방법， 

밀도 차이 온도차 및 

시
 

하
 

소
」
 채
。
 

파
 
발
 

브
 

튜
”
 

었다. 

때문에 

구조재와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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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성 

의 
,_ -,_ 



과의 장기 공존성 및 전열특성 등 다 방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경험이 

있다 

연구결과， 직접접촉에 의한 전열시스템의 경우， 안전성 측면이나 기술 

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고 있으나， 증기발생기 내부에 들어가는 중금속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증 

기발생기의 중량이 현저히 무거워 지는 것， 직접접촉 전열을 이용한 열교 

환기의 특성상 높은 열효율의 실현이 어려운 것 등이 시스템의 장점을 부 

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액체금속로에 있어서의 대규모 물 누출에 의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의 압력과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의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관련 

코드를 개발해 왔으며，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 코드의 신뢰성 및 정확성 증진에 노력해왔다. 코드의 개발은 소 

륨-물 반응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가정과 적절한 분석 모 

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소륨 물 반응 시 중/후반기 계통 거동특성 해 

석 이 가능 한 코드들로는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PFBR)를 대 상 

으로 인도에서 개발된 SWEPT 코드， 일본의 PNC에서 개발한 SWACS 

코드，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에서 개발한 SWAAM

LT 코드 및 미국의 GE에서 개발한 TRANSWRAP과 HISTAM코드 등이 

있는데， 특히 SWAAM-LT 코드는 초기 압력 Spike 이후의 중/후기 계통 

거동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또한， HISTAM 코드는 증기발생기 

및 중간열전달계통 루프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계통과도현상을 분석할 목 

적으로 초기의 급격한 계통과도현상 해석용 코드인 TRANSWRAP을 변 

형한 것으로， 개발된 코드들 모두 각각의 반응 현상에 따른 적절한 해석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코드들은 초기 압력 상승 및 2차 압 

력 상승부터 압력방출계통의 작동 이후 기간까지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코드 또는 초기 거동보다는 후기 거동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코드로써 계 

통의 압력과도 현상에 대한 분석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외국의 경우는 소륨-물 반응사고시의 초기 압력전파단계 분석용 해석 

코드 및 중/후반기 질량유입 단계의 계통 압력특성 분석용 해석코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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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경제성 pl 
^ 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계통 설계 

원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즉， 액체금속로에 

자유액면이 

현상은 발생 하는 therrnal striping 인하여 

액체금속로에서 

상부에 

요동으로 자유액면의 

로 중에서도 

노심의 고온 형성되고， 

저온(300.C)을 

까、 "c: 。
‘î.-g- τ: 소륨의 냉각재인 서는 

。

π
 

커버가스는 상대적으로 

지한다. 이 자유액면이 요동하면 인접한 재질은 고온인 소륨과 저옹인 커 

버가스가 번갈아 가면서 영향을 받게되므로 therrnal striping 현상이 

있는 에
 
” 부

 
l 의 

/、(530
0

C)인 반면 

유발 

유입 문제이다. 자유액면에서 커버가스가 

중간열교환기의 열교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 

반응도를 변화시켜 원자로 제어계통에도 큰 문제점을 야기시 

액체금속로에서의 소륨과 커버가스 사이의 경계면에서 일어나 

는 요동은 다각도로 연구되었으나[1-9] 결과가 서로 상충되고 연구범위가 

진폭과 주기를 실제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특성 을 파악하는 것 은 therrnal striping 문제 

열교환기로의 

된다. 이 자유액면 요동의 

외에도 커버가스의 

소륨 속으로 혼입되면 

라， 노심에서 

킬 수 있다. 

요동의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그 아직까지는 특정되어 

등 선진국에서는 소둠-물 반웅에 의한 

passive acoustic leak detection 및 active acoustic leak detection 물 누출 

기술 모두 장단점들 

한다. 

보고는 없는데， 

러시아 및 

acoustic leak detection 기술들이 소개되 기도 

능력에 대해서는 기술적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적용하고 

음향 감지 검출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두 가지 

이 있어 

그러나 아직 정확한 물 누출 감지 

이것은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선진 유럽국가 등에서는 passlve 음향 검출기술을 

보완 통합된 

있고， 일본 등 

점 적용하면서도 passlve 개발의 어려운 에서는 passIVe 음향 검출기술을 

있는 active 음향 검출기술 개발을 시도한 적도 있다. 이 기 

예정인 발전소로의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되는 대상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국가에서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 

을 보완할 수 

향후 건설 걱::.E.._Q_ 
2 ;;코 '-

측정기술의 

상태이 

유량 

상용화된 

Q.l 
^ 

따라 개발 계획이 

고온 소륨 유동에 웅용할 수 있는 압력 

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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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상태이다. 

현재까지 

원천기술은 모두 경우 



다. 압력측정기술의 경우 국외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상용제품들은 대부분 

200 0C 이하의 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200 0C 이상의 고온 소륨 환경에서 

는 기존의 압력장치에 절연용 물질을 삽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절연용 물질의 특성 변화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가 크며， 특히 배관의 직경 

이 작으면서 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측정의 오차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유 

량측정기술의 경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고온 소륨 환경에서 

는 주로 전자 유량계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치가 복잡하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직관부의 길이가 적어도 관직경의 8배 이상이 요구되며， 

가격이 매우 고가인 점등 불편함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온도측정기기의 경우 온도 측정과정에서 실제온도보다 차이 

가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온도측정센서， 온도 측정법， 측정환경， 

혹은 계측상의 문제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적절한 센서의 선택， 적절한 사 

용방법의 숙지， 그리고 옹도 측정환경을 최적화시킴으로써 측온오차를 최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수로의 경우 노심에서 l
O

C 의 측정오차를 가진 

경우， 2%의 출력이 변화되기 때문에 온도측정센서의 교정， 보정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상용화된 온도센서에 대한 

측정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기술들은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산업에 많은 부분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측 

정오차 최소화를 위한 상당한 방법들이 정립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온도센서 및 계측상에서 발생되는 오차， 즉 열전대의 교정， 

열전대의 연장선을 포함한 각 배선부위 및 측정부에서의 발생 가능한 측 

정온도 오차， 열전대의 삽입 심도에 의한 오차， 고속기류에 의한 오차 등 

을 최소화시키는데 국한되어 있을 뿐 정확한 옹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보고된 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측 

정환경을 고려한 대표적인 경우가 열전도， 대류， 복사를 고려한 열복합모 

드가 측정오차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이 측 

정오차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실험적인 분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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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λ} 
l_I_ -, 현항 기술개발 2 절 국내 제 

접촉시키지 않고， 
n 。

걷i 돋， IHTS 단순화 개념은 증기발생기 내부에 직접 

드ξ=-죠二 드드 
。 0 ， 。유체인 열교환 튜브를 장착한 후 제3의 이곳에 2차 급수계통의 

간 전열매체를 강제로 순환시켜 전열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중간열 

전열관을 통해 

중간 전열매체와 저온 유체 

강제 순환시켜， 

구성되는 

그X‘ 
τr 

급수계통으로 

으
 

E 뚫
 
즈그.죠二으 
。'0 -, :c표 

제거하고 대신에 1차 계통의 

직접 주입시키면서， 증기발생기 내 

각각 배치하여， 중간 전열매체인 액체 

1차 계통에서 들어오는 고온의 열을 저온관으로 

전달시키는 일체화 개념이다. 

고온 계통을 

기발생기로 

전열관을 

전달 

전열관 배치에 

증기발 

단순화를 위해 고려된 개념으로는， 중간 전열매체 

따라 구리밀봉 증기발생개념， 중간 전열매체를 이용한 자연대류형 

생 개념， 중간전열매체를 이용한 강제순환형 증기발생 개념 

oJ 
^ 

등으로 구분할 

도드二~~ 
。 0 ，

실험적 겸 

제안 

대해서 

최초로 

파악한 결과， 

타당성에 

세계적으로도 

장단점을 

을 이용한 강제순환형 증기발생 개념에 대한 

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념은 

예비적으로 연구부서에서 있으며， 개념 }‘ 
T 

때문에， 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내용이나 결과는 전무하다.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륨 물 반응사고와 관련된 국내의 

구방향은 크게 전열관 내부에서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륨으로 물/증기의 

누출률에 따라 크게 소규모 물 누출사고와 대규모 물 누출 사고로 분리되 

수행되어 왔다. 소규모 물 누출 사고는 소륨과 물의 화학적 반응특성과 

인해 구조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된 반면에， 계통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물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설계 측면 

된 개념이기 

액체금속로 연 

어 

이로 

설계에 

의 계통 해석을 위한 압력과도 현상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반 

응 초기에 생성된 수소 기포에 의한 밀폐계통에서의 압력전파 현상을 

파동 방정 식 (wave equation)을 해 석 할 

지 

코드가 SPlKE 

개 발되 었으나， 이 는 특성 해 석 법 (Method of Cahracteristics ; MOC)을 이 용 

한 수학적 모형의 특성상 전열관측 물/증기의 지속적인 누출로 

있도록 }‘ 
T 배하는 

인한 반응 

bulk motion 분석에는 적용이 적절치 못하다. 

급격한 압력전파 단계 이후의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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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중/후반기 질량 유입단계의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걸친 계통 압력과도 현상분석을 위해 SELPSTA 코드를 개발함으로써 외 

국의 경우와 같이 반웅 초기 및 중/후반기 계통거동해석과 이의 설계에 

대한 활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SELPSTA 코드는 소륨-물 반응 현상 

의 중/후반기 계통 해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 상부의 cover 

gas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정을 통해 cover gas와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륨， 그리고 압력방출계통(Sodium-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 ; SWRPRS) 간의 에너지 수지를 이용한 매우 단순한 해석모형을 

사용하여 셜계인자의 민감도 분석 등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이는 해외에서 개발된 유사 목적의 코드들과 비교해도 보다 빠르 

고 간편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유액면의 요동에서 일어나는 thermal striping 현상은 액체금속로에 

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므로 연구가 적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이 현상 

을 분석코자 전산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고[1이， 실험부 직경이 320mm, 최 

대유량이 2.7 .e /sec 정도인 소규모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실험식을 개발하 

였다[11].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실규모 원자로에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실 

험부 직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설계에 활용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 

다. 

물 누출 검출기술에는 수소 누출감지 (hydrogen leak detection; HLD) 

기 술과 음향 누출감지 (acoustic leak detection; ALD)기 술이 있다. 수소 누 

출 감지기술은 검출기 제작 기술 및 검출 실험을 하여 O.2ppm에서의 검출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음향 누출 감지기술은 passive acoustic leak 

detection (P ALD) 기 술과 active acoustic leak detection(AALD) 기 술로 나 

뉘어지며， AALD법을 적용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간단하지만 감지 센서의 

설치가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물 누출 감시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 

기발생기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신호음 처리의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고，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에 대한 기술 검 

토를 수행하여 소륨 냉각 방식의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물 누출 사고 

감시에 소규모부터 중규모의 물 누출 감시가 가능한 PALD법에 의한 기 

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PALD법에 의한 물 누출 음향 감지기술 개발을 

위해 water mock-up 실험장치에서 음향 센서를 설치하고 기초적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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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에 따른 특성 실험 및 음향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시간에서 

소음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계측장치와 신호음 분석 툴을 설치하고， 조기 

물 누출 감지를 위해 -1 g/sec에서의 물 누출 감지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 

며 성능 시험을 위해 sodium mock-up 실험 준비도 수행중이다. 

일반 차압 및 압력 측정기술은 국외기술들을 도입， 웅용하여 일반 산 

업체에서 상용제품들을 생산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온 소륨에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은 프랑스 및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 웅용하여 시험목적용 

으로 제품을 국산화 한 경험이 있다. 

복합 열전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연구는 선진외국에서와 마찬가지 

로 국내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상용온도측정센서， 온도 측 

정법， 혹은 계측상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측정오차를 줄이는 방안들이 제시 

되고 있다. 그중 열전대 및 측정장비로부터 발생되는 오차를 제거하는 것 

이 주된 대상으로서 많은 방법론들이 보고되어 있다. 국내에서 열전대의 

측정오차를 줄이는 방안으로서는 불균질성의 성장에 의하여 발생되는 오 

차의 기적인 교정을 통한 정확도의 유지， 배선과 단자의 재질을 열전대의 

재질과 같은 종류를 사용하여 접점에서의 기전력 발생 소지를 배제， 전압 

원에서 발생되는 정전현상에 의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실 

드된 도관에 측정회로의 설치와 같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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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개 발수행 내 용 및 결 과 

제 1 절 IHTS 단순화 특성실험 

1. 서언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서는 1차측에서 나오는 고온의 소륨이 전열 

관 튜브를 경계로 급수관에서 올라오는 물과 열교환을 이루고 있다. 증기 

발생기 내부에는 헬리칼 코일 형태의 전열관이 관다발형태로 배치되어 있 

는데， 내부에는 고압의 물， 외부에는 고온의 소륨이 상호 열교환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단일관인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고압의 물이 

저 압의 소륨으로 누출되 어 소륨과 물의 급격 한 화학반응을 유발하고[1.1] ， 

이때 발생되는 수소가스나 반응생성물에 의해 결함부위가 확대되어 궁극 

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설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 

에서， 물누출 사고가 발생하여도 발생초기에 물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 

소검출기나 음향검출기 등을 설치하거나[1.2] 물 누출사고시 대책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대책 설비들이 건설비용을 상숭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 관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물 누출에 

의한 대책설비가 필요 없으며 안전성 확보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조밀화 

된 증기발생기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액체금속로 실용화를 향한 key technology로서 중간열전달계통인 2차 

냉각계통을 통합/삭제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러나 2차 계통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종래 plant에서의 2차 냉각계통이 증 

기발생기에서 소륨-물 반응사고의 영향이 노심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며， 

2차 계통을 삭제한 시스템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우위를 해치지 않도록 하 

면서 안전성을 성립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2차 계통 삭제 시 

스템용 증기발생기로서는 소륨-물의 경계를 전체 2중관벽으로 하는 2중관 

중기발생기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1.3] 최근에는 직접접촉 전열 개념의 

증기발생기에 대한 연구나[1 .4] 중간열전달계통과 증기발생기를 단일화하 

여 전열을 이루는 신개념[1.5]의 전열시스템 개발이 일부 원자력 선진국에 

q 
1 
) 



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설계부서에서 이러한 개념의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하고 있으며， 이를 실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신개념으로 도입되는 

전열시스템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전열시스템의 냉각재로 예상되 

는 액체중금속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이를 유동시키는데 필요한 유동 

장치의 특성 및 이를 기초로 한 실험장치의 설계를 위한 기본 P&ID 작 

성， 내부 전열관 coil bundle의 제작 방법 및 이를 안전하게 조립하는 방 

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차기 년도에 수행될 실험장치의 제작과 고 

온 운전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다. 

2. IHTS단순화 개념 

중간 전열계통의 단순화를 통한 건설비용 감소 및 소륨-물 반웅의 배 

제로 인한 원자로의 안정성 및 경제성 향상 둥의 목적을 위하여， 액체금속 

있다. 이들 개 로 선진국들은 새로운 개념을 갖는 전열시스템을 개발하고 

통과한 

중간열교환기(lHX)를 통과， 증기발생기로 

순환하는 방식에서 1차 계통과 증기발 

중간열전달 계통을 

노심을 원자로에서 E 효혀 ,.:=. 。기존의 

소륨을 펌프를 사용하여 

보내 열교환하고 2차 펌프를 통해 

것처럼 보는 그림1.1에서 

고온의 

념은 

단순화하는 중간열전달 과정을 통합하여 

예상하고 있다. 

증기발생시스템에 제3의 

고온의 

전열시스템을 

개념은 

들어오는 

유체에 1 유체를 두고 이 

소륨으로부터 전열받고， 고온으로 유지된 제 

증기를 발생시키는 개념을 그 바탕 

생기 사이의 

새로운 개념의 

단순화되는 

차 계통에서 

3의 

먼저 

고온의 열을 증기발생 

물을 직접 주입하여 증기를 발 

발생시키는 개념이나， 1차 계통에서 

속의 제3유체에 전열시키고 여기 

유체를 강제로 순환시켜 1차 계통에 

중금속을 2차 있는데， 

전달되는 

급수관으로부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사용하여 1차 계통에서 

중금속으로 전열시키고， 이곳에 

의해 증기를 

증기발생기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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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들어온 고온의 소륨으로부터 열을 직접 급수계통으로 전달시키는 일체 

화 개념의 전열시스템에 대한 개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 ____ ._1_' .... 
/ 、

lHX 

1 ___ ._._ .... _, 

Heater 

그림 1.1 중간열전달 계통 단순화를 위한 개념도 

가. 직접접촉식 전열시스템 

상기에서 간략히 언급한 직접접촉방식에 대한 중간열전달 계통의 단 

순화 개념은 1987년 일본 오사차 대학의 K.Miyazaki 등이 발표한 개념으 

로， 하나의 component에 중간열교환기와 증기발생기를 조합하여 2차 계통 

을 대체하는 개념의 발표로부터 그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개념을 

그림1.2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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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High Temp. Primary Na 
~---Water 

Moves by Natural Circulation 

Low Temp. Primary Na +--

그림 1.2 직접접촉 전열 시스템의 개념도 

이 개념의 특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1차 소륨이 

증기발생기 내부의 용융 금속을 가열하고， 이 고온의 용융 금속 안에 직접 

물을 주입하여 용융 금속과 물과의 직접접촉 전열에 의해 물을 수증기화 

시 키 는 방법 이 다[1.6]. 

1차 소륨과 용융금속이 열교환하는 shell and tube 형태의 열교환기 

부분은 종래의 노에서 중간열교환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열교환 

기와 합체된 기기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증기발생기 안의 용융금속은 상 

승부와 하강부의 온도 및 밀도 차이에 의해 자연순환을 하게됨으로써， 펌 

프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용융금속으로는 융 

점과 비점 및 증기발생기 구조재와의 장기 공존성 둥의 관점에서 납-비스 

무스가 후보로 거 론되 고 있다. 

이 개념에서는 종래의 원자로의 중간열교환기， 2차 순환펌프， 2차 계 

κ
 ω 



가능하며， 것이 치환하는 그림1.2에 나타낸 구조로 증기발생기를 통 배관， 

퉁이 불필요함으로서 시스템 대책설비 소륨-물 반응 사고 기존의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생각된다 것으로 있을 공헌할 수 compact화에 의 

F三
ìT 열교환 튜브에서 >. = 

i二1:1납-비스무스를 사용하여 연구팀에서는 중금속의 

l:ll
E프 때문에 

구조재와 

직접접촉하기 

억제방법 

중금속이 고온에서 

산화물의 

안전성 검토， 물과 파손시 

생하는 

님 

즈
 
。생성 극느二l쇼: 

。 p ，증기폭발현상 해석， 

둥， 다 방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전열특성 p"1 
^ 

극l드죠λi ‘J 1- 0 금속과의 장기 

튜브가 파손된 경우 납 비스무스 

소륨 부위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튜브 내로 흘러 

약 1-2mrn/sec 속도로 증기발생기 내부 

기포의 상승속도인 20 - 30cm/ sec 보다 충 

;;z.. 
-0 합금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열교환 

며， 그 결과를 간단히 

효근는 소륨이 

합금은 

압력이 

들어 간다. 납 비스무스 

통해 하강하는데， 이는 

기발생기 내부 

증기 E프 -'2. 

조절하 튜브와 물 공급관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낮은 것으로， 전열 분히 

뜰
 

물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소륨 부위로 물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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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직접 크기를 증기발생기의 결정하였으며， 기초적인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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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에 oxidized film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부식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들을 발표하였으나， 증기발생기 내부에 들어가 

는 중금속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의 중량이 현저히 무거워 지 

는 것， 직접접촉 전열을 이용한 열교환기의 특성상 높은 열효율의 실현이 

어려운 것 등이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강제순환식 전열시스템 

앞에서 언급한 직접접촉방식의 전열시스템과 구조는 동일한 개념이나 

강제순환방식은 증기발생기 내부에 직접 물을 접촉시키지 않고 이곳에 2 

차 급수계통의 열교환 튜브를 장착한 후 제3의 유체인 중금속을 강제로 

순환시켜 전열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중간열전달 계통을 제거하고 

대신에 1차 계통의 고온 소륨을 증기발생기로 직접 주입시키면서， 증기발 

생기내 고온 유체 및 저온 유체 전열관 각각을 배치하고， 중간 유체인 액 

체 중금속을 강제 순환시켜 1차 계통에서 들어오는 고온의 열을 급수계통 

으로 전달시키는 일체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증기발생기에 전열관을 어떻 

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3종류의 열교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그림 1.3에서 보는 것과 같은 3종유체 집적복수지역형 열교환방 

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증기발생기 내부에 중금속을 순환시킬 수 있는 유 

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 고온관과 저온관을 동시에 배치하여 열효율을 증 

진시키는 방법으로 증기발생기 상부에 중금속 유체의 강제순환을 위한 

agitator를 장착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상부로는 고온의 1차 계통 유체가 

들어와 중금속과 열교환을 이루고 하부를 통해 되돌아가며， 다른 한편에서 

는 저온의 물이 증기발생기 하부로 들어와 1차 계통에서 증기발생기 내부 

에 있는 중금속으로 전열된 열을 교환하면서 고온의 수증기를 만들면서 

상부로 나가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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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3종유체 집적복수지역형 열교환장치 구조개념도 

한편， 그림1.4와 그림1.5에서 보는 것처럼 증기발생기 전열관다발의 

배치 및 중금속 유체의 순환 방법에 따라 3종유체 집적단일지역형 열 교 

환장치와 기본자료용인 2종유체 단일지역형 열 교환장치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열교환 방식이나 액체 중금속의 유동은 3종 유체 집적 복수지역형 

열 교환방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의 자연순환형태 

의 개념을 본 연구팀의 유체분야에서 강제순환 형식으로 변경 제안된 개 

념으로，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된 내용이나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초기 실험을 위한 장치의 선정이나 실험 방법상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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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종유체 집적단일지역형 열교환장치 구조개념도 

그립 1.5 기본자료용 열교환장치 구조개념도 

m 

ω
 



다. 중간전열매체 특성 

냉각재의 주된 목적은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에너지를 쉽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열전달 능력과 열적 특성이 냉각재로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열전도도가 높아야 하고， 밀도는 낮아야 하며， 점도가 

낮고 비열이 상대적으로 큰 물질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선택의 폭을 놓고 

볼 때 액체금속으로는 Li, Hg, Na, NaK, Pb, Pb-Bi 등과 같은 물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IHTS 단순화를 위해 증 

기발생기의 제3유체로 사용되는 물질로는 먼저 물과의 반응성이 없는 물 

질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따라서 납이나 납-비스무스 합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납-버스무스를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비스무스 합금은 소륨에 비해 열전달 능력은 떨어지 

고， 밀도가 높아 펌프의 구동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점은 있으나， 

소륨과 비교하여 비등점이 높고 무엇보다도 물을 사용하게 되는 열전달 

계통에서 물과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탁월한 장점을 

나타낸다. 또한 납-비스무스 중금속에는 수소나 질소， 아르곤， 헬륨 등이 

거의 용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 크롬의 스텐이레스 스틸의 

경우 부식에 대한 저항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 니켈 

합금의 경우[1.7]는 부식이 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 비스무스 합금을 대신해서 납 비스무스-카드륨-주 

석을 조성으로 하는 W ood' s alloy를 제3의 유체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 

는 우선 W ood' s alloy는 납-비스무스 합금과 동일한 열적 특성을 가지면 

서도 용융점이 납-비스무스보다 낮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은 온도 범 

위에서는 취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Wood's alloy는 비스무스 금속계열 

의 fusible 화합물로 Bi-Cd-Pb-Sn로 구성된다. 이 합금은 각 원소의 조성 

에 따라 용융점이 70~ 140
0

C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매우 연성이 좋아서 

전기 fuse 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 1 및 그림1.6에 비스무스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비스무스 합금에 

대한 용융점과 납--비스무스에 대한 용융온도에 대한 상평형도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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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비스무스 합금의 종류와 조성에 따른 공융온도 

Eutectic Composition 
Eutectic 

System Temp. 
(wt %) 

CC) 

Cd-Bi Cd(40)-Bi(60) 144 

In(66.3)-Bi(33.7) 72 
In-Bi 

In(33)-Bi(67) 109 

Pb-Bi Pb( 43.5)-Bi (56.5) 125 

Sn-Bi Sn(43)-Bi(57) 139 

Tl (23.5) - Bi (76.5) 198 
TI-Bi 

T l(52.5)-Bi(47.5) 188 

Pb-Cd-Bi Pb(40)-Cd(8)-Bi(52) 92 

Sn-Cd-Bi Sn (26) -Cd (20) -Bi (54) 102 

In-Sn-Bi In(16)-Sn(26)-Bi(58) 79 

Tl(11.5)-Pb(33.3)-Bi(55.2) 91 
TI-Pb-Bi 

Tl(48)-Pb(9.8)-Bi(42.2) 186 

Tl(14.3)-Sn(35.7)-Bi(50) 124 
Tl-Sn-Bi 

Tl(25)-Sn(31)-Bi(44) 167 

Pb-Sn-Cd-Bi Pb(26.7)-Sn(13.3)-Cd(10)-Bi(50) 70 

In(19.1)-Cd(5.3)-Pb(22.6)-Sn(8.3)-Bi(44.7) 47 
In-Cd-Pb-Sn-Bi 

In(4.0)-Cd(9.6)-Pb(25.6)-Sn(12.8)-Bi(48) 6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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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납 비스무스 원소의 공용물 상평형도 

한편， 중금속 냉각재로 Wood ’s alloy를 사용해서 유동실험을 수행한 

예로는 일본의 경우가 유일한데，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중금속 냉각재는 

궁극적으로 납-비스무스를 사용할 예정이며 단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비 

교적 저온 영역의 유동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급의 용이성으 

로 인해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되어 었다. 

일반적으로 Wood ’s alloy의 용융점은 상기 표 1. 1에서 보는 것처럼 

합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조성에 따라 70-100 0C 부근을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열역학 특성으로 열전도도는 대략 0.032 CaνcmoC ， 

fusion heat는 8.4 CaVg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비교적 저 

온에서도 재질과의 부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는 사용이 불가 

능하다. 참고적으로 납-비스무스에 의한 철 금속 특히 스테인레스 스틸의 

굉
 



단기간 사용시 고온에서 약 540
0

C 의 부식현상을 보면， 스테인레스 430형은 

있으 한계성을 갖고 우수한 것으로， 316의 경우 고온에서는 저항성이 부식 

보고되어 있다. 것으로 중 · 저온에서는 부식에 잘 견디는 정도의 나 230
0

C 

스테인레 예정이기 때문에 

중 · 저온 

수행할 단기간 저온에서 실험을 연구에서는 효￡ 

실험을 수행하기 때 스 304 혹은 316을 사용할 계획이며， 비교적 

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용되고 

것으로 판단하고 

희소 

부식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없을 

금속의 가격이 매우 

용융점이 

문에 

비
 

7 물질이기 

많이 

고가이고 

낮고，산업적으로도 

비스무스 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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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에 

특성 값을 간단히 나타내었다. 적 

특성 값 

Element compositions (wt %) Bi(50)-Pb(25)一Sn(12.5)-Cd(12.5)

Density (Kg/mCS
) 9700 (at 500K) 

Specific heat (KJ/Kg.K) 0.18 (at 420K) 

Thermal conductivity 
15 

(W/m.K) 

Kinematic Viscosity (mm'/s) 0.13 

Prantle No. 0.012 

Melting point (K) 345 

4 

여 
E코 Wood ’ s alloy의 표 1.2 



3. 실험장치 예비설계 

가. 실험요건서 검토 

설계부서에서 요청된 실험장치의 간단한 제원을 살펴보면 증기발생기 

자체의 내경은 3종유체인 경우 약 0.43m 기본자료용인 경우 약 0.37m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온 및 저온 유체로는 단일상을 갖는 물을 사용하고 있 

으며， 순환 유량은 0.1-2 kg/sec를 나타내고 있다. 전열관 다발의 높이는 

0.9m, 중간전열매체로 W ood' s metal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압에서 운 

전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열관 다발은 스테인리스 스틸 10mm 튜브 

를 helical coil 형태로 제작하여 다발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로 형 

성관 외벽과 일정 거리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열관 튜브 한 layer 

에 저온부에서 들어오는 물 라인과 고온부에서 들어오는 물 라인이 이웃 

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3에 나타내었다. 

나. Impeller 선정 

중금속을 이용한 중간열전달 계통의 단순화 특성실험을 위하여， 먼저 

실험장치 구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중금속 순환 장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 IHTS 단순화 특성 실험에 대한 기본개념중에서 강제 

순환형 전열시스템에 들어갈 중금속 순환장치로 사용이 예상되는 agitator 

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통상 중금속 순환은 기계식 펌프나 전자펌프 

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 대한 개념에서와 같이 agitator 

를 사용해서 유동시킬 경우， 증기발생기 내 중금속의 균일한 열 전달 가능 

성과 중금속 순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아래， 증기발생 

기 내 부 중앙에 propeller 형 태 의 impeller가 장착된 agitator[1.9]를 사용하 

고자 하였다. Agitator의 모양은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특히 유체의 

점도에 따라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림1.7 및 표1.4에 각종 impeller의 특성 및 모양을 나타내었다. 

Agitator에 사용되는 impeller는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지만， 그 선택에 있 

어서는 유체의 점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액체 중금속인 W ood' s alloy를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점도보다는， 높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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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해 agitation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lliTS 단순화 특성 실험장치의 기본 제원 

단위 
인자값 

3종 유체 2종 유체 

인자 복수지역형 단일 지역형 단일 지역형 

통 내경 m 0.43 0.37 ‘-
전열관 다발 높이 m 0.90 0.90 ‘-
내부 원통형 유로관 외경 m 0.15 ‘- ‘-

고온관 34 32 64 
전열관수 

저온관 34 32 

전열관 표면간 간격 m 0.0050 ‘- ‘-
외경 m 0.01 ‘- ‘-

전열관 
길이 m 5 ‘- ‘-
종류 걷 I그i ‘- ‘-
최고온도 ℃ 165 ‘- ‘-

고온유체 
작동압력 Mpa 0.8 ‘- ‘-
유량범위 Kg/sec 0.1-2 ‘- ‘-
종류 Wood metal ‘- ‘-
작통온도 ℃ 100-160 ‘- ‘-

중간유체 작동압력 MPa 대기압 ‘- ‘-
유량범위 Kg/sec 0.1-20 ‘- ‘-
유량총체적 n1 3 0.082 ‘- ‘-
종류 물 ‘-
작통최저온도 ℃ 75 ‘-

저온유체 
작동압력 MPa 0.8 ‘-
유량범위 Kg/sec 0.1-2 ‘- -

고온유체에서 저온유체로의 
KW 230 ‘- ‘-최대 전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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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중금속 유체 순환을 위한 임펠러 모양 

다. 실험장치 P&ID 및 예비장치 구성 

새로운 개념에 의한 중간열전달 계통을 단순화하는 개념의 도입을 위 

해서， 본 연구의 유체분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개념들에 대한 열효율， 개 

념의 채택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수행할 IHTS 단순화 특성을 위한 실험장치로 상기 그림 1.3에 

서 간략히 설명한 것과 같은 증기발생장치에 대한 장치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금속을 이용한 직접접촉식 전열시스템에서 전열 특 

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D자 형태의 자연순환형 중금속 loop가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와는 연구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분야에서는 상 

기에서 언급한 기존자료용 전열시스템에 대한 실험장치를 구성하게 되었 

다. 

한편 상기 표 1.3에 보이는 실험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금속 유동 

을 위한 agitator 뿐만 아니라 고온 및 저온의 물을 유동시킬 수 있는 고 

온고압의 펌프， 유량계 및 유량 조절 밸브 둥의 기본 품목 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실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증기발생기 외부는 단열이 필수적 

이고 가능하면 초기 실험시 중금속 물질의 melt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 
μ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실험 요구부서와 협의 후 결정 

될 문제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 

림1.8과 같은 P&ID를 작성하였다. 

표 1.4 임펠라의 종류 및 특성 

Impeller 형태 

A. Flat turbine 

형태 

성 

-복류를 주로 한 flow pattem을 형성하며 강력 교반에 

이용함 

-점도 : 20，어o cp 이하에 사용 

-회 전수 ; 20 -1200 rpm 

-가스 흡수반응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 

-복류와 축류와의 합성류가 복잡한 난류를 형성 

-점도 : 20,000 cp 이하에 사용 
B. Pitched turbinel -

C. Propeller 형 태 | 

D. Paddle 형태 

-회전수 ; 100-1800 rpm 

-분쇄， 난류화， 가스 흡수등에 사용 

-액/액 혼합에 주로 사용 고체 입자의 부유 

-Pumping 효과를 나타냄 

-Axial 방향의 혼합 및 유동 효과 

-1000 cp 이 하에 사용 

주로 액/액 혼합에 사용 

-Axi떠 radi머 방향 혼합 

-고체 입자의 부유 

-1어00 cp 이상에 주로 사용 

E. Hellical Ribbonl -고 점 도 액 체 혼합 

형태 -회전수 : 20-9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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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퍼TS 단순화 특성 실험장치의 P&ID 

위 P&ID를 보면 복수지역 전열실험을 위한 장치와 기본자료용 실험 

장치를 한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고온유체의 펌핑시 두 시스템에서 공동으 

로 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열전달 측정장치 내부에는 helical coil 형 

태의 전열관이 고온 저온 각각 33개씩 장착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실 

험장치에 들어있는 중간전열매체는 일정한 유로를 따라 유동을 하게 되며， 

이 유로는 2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열관 다발은 7 겹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다음 그림1.9에서와 같이 helical coil형태의 전열관 다발을 제작하여 그 

림1.10과 같은 조립순서를 거쳐 장치를 제작하는 개념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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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Helical coil 형 태의 전열관 다발 

실험장치는 상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 하부에 전열관 출입구가 

고온 33개， 저온 33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 장치 제작시 용접에 대한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며， 특히 전열관 들이 집합되는 상부통과 하부 통 

에서 누출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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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川띠
 

그림 1.10 전열관 다발과 유로관의 용접 

및 조립순서 

그림1.11에 상기에서 설명한 전열관 다발과 유로관의 조립시 예상되 

는 기본용 실험장치의 상부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하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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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료용 실험장치 상부 모습 1.11 그림 

4. 결언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구 초기에 제시된 

동시에 액체금속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계통 단순화 개념으로 IHTS 단순화 특성실험 열전달 

구성에 시스템 1:1.1 
;’<파악 대한 개념 증기발생시스템에 직접접촉식 개념인 

확보하였으며，단 등의 자료를 트츠λ.-1 
「 。

::::z.二::J_~õo '""'1 다1 

^ 기본개념 대한 연구로부터 

시스 열전달 순환형 이용한 강제 개념으로 중금속을 다른 위한 또 셔
 
챈
 

소개하였다. 템에 대해 간략히 

더욱 

인 

증기발생기보다 종래의 "JLl 。
/dT 증기발생시스템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접촉식 

사용함으로 주그강二으 
。 P -, i:코 있으나， /

T compact화 할 

열효율 트;λ4 λ.l- 뇨二_Q_ 
--, 0 0 :rr. '-열교환기의 이용한 한 중량문제， 특히 직접접촉전열을 

없었다. 밖에 까‘ 
끼-파악에 머물 부각되어 개념 등이 점 없는 }‘ 

T 기대할 으
 

E 

파 시스템으로 3종류에 대한 개념을 순환형 열전달 이용한 강제 도드二l 강::....Q... 
。'0--，2.

사용되는 중금속으로 1:1.1 
^ 선정 impeller 위한 으

 
E 핸

 
강제 악하였으며， 

있었으며， 차기 년도에 

위하여 기초적인 

강구하는 등 

까
T 

장치제작을 

안전한 조립방법 

확보할 

위한 

등에 대한 자료를 

실험을 

제작 

완료되었다. 

물성 

0-
바E
 

다
 
이
 

햄
 밸
 랩
 

단
 
전
 
초
 

기
 

한
 

위
 

을
 

험
 

실
 

특성 

Wood's alloy의 

IHTS 수행할 

P&ID 작성 으
 

E 등
 

다] 

^ 

-32-

1:1.1 
;’<



2 절 SWR 중/후반기 거동특성 실험 제 

1. 서론 

가열하는 

급수측 물/증기가 전열관을 사이에 

액체소륨과 열교환을 하고 

수
 
’ 급

 
2차측의 하여 전열매체로 

KALIMER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의 

저압인 shell측 

액체소륨을 고온의 

있어， 만일 전 

되어 격렬 

계통의 

되면 소륨과 물이 직접 접촉하게 

인해 많은 양의 수소가 생성되어 

두고 상대적으로 

게
 
로
 

하
 
으
 

생
 
킴
 ” 

발
 

으
-
케
 

이
 
C
-
-

시
 

함
 

승
 

결
 

상
 

열관(tube)에 

한 화학적 반응을 

급격히 

압 

급격한 압력파 반응사고는 초기에 된다. 소륨-물 으
 

E 려
 「

현상인 압력전파단계 (wave propagation phase)에서 중/후반 전달 ql 

^ 발생 

인한 압력증가 증가로 유입량 계통 내 반응열의 ql 
^ 생성물 반응 기에는 

중/후반기 특히 
’ ‘’ 

전환된다. transfer phase)로 질량유입단계 (mass 현상인 

해석은 압력전파(wave propagation)를 포함하는 초기(수 msec) 급격한 계 

반응 
n 

켈
 

찮
 

이후의 압력개방 판(Rupture Disk) 파열 통과도현상보다는 

압력방출계통(SWRPRS) 및 관련 배관계통 전체에 대한 상대적으로 긴 시 

주안점을 둔다. 간동안(-수 sec)의 계통 해석에 

중/후반기 계통 해석용으로 반응사고 
n 

걷
 

끓
 

이러한 연구에서는 효￡ 
'-

개 발된 전산코드， SELPST A (Sodium-water reaction Event Later Phase 

생산 
a 

갤
 

뚫
 

검증자료를 

를
 

해
 
서
 

통
 
건
 

를
 
허
다
 

구
 살
 

여
υ」
 

헌
 

문
 

대한 실험적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해하고， 유체분야에서 작성된 

System Transient Analyzer) 의 해 석 모형 에 

하고 

올바로 

함을 그 목적으로 

검토， 으
 

E 
、
냐
 
” 
。

트
 「

이를 토대로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반응 

보완하여 

2. 기술현황분석 

역사 가. 소륨-물 반응 연구 

(1) 미국 

설계하기 위하 증기발생기를 액체금속로인 Fermi 원자로의 1955년경 

APDA (Atomic Power Development Associates) 에 서 single-wall tube 

세계 대한 연구를 분야에 。1대상으로 

η
 ι 

증기발생기를 U-tube형 느
 
」갖

 

여 

도프 

'2. 



최초로 수행하였으며 1956년에는 AI에서 modular 형태의 증기발생기에 

대한 물 누출 실험을 수행하여 소륨-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수소가스가 

계통의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2.1] 

연구 초기에는 대규모 누출사고에 따른 증기발생기 내부 압력변화에 

대한 거시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실험 후 증기발생기 내부를 

검사하던 중 인접한 많은 전열관들의 손상(파손 또는 두께 감소 둥)이 발 

견되어 이 때부터 wastage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물 누출 사고 

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APDA에서는 

wastage와 원자로 정지에 대한 기준 안을 설정하였다. 

미국은 소륨-물 반웅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소규모 누출 사고 

에 대해서는 감지장치의 개발이 그리고 대규모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소 

륨-물 반응에 의한 계통의 압력 및 온도의 영향을 코드로 해석하여 진행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함이 우선적인 과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유럽 

유럽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1963년 영국에서 PFR의 증기발생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Dounray에 실제 

규모의 1/6 크기로 Noah 시험시셜을 갖추고 연구를 수행한 것이 그 시초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영국의 경우 Noah 실험시설을 이용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이를 Super-Noah로 발전시켜 대규모 누출에 대한 실험도 수 

행하였으며， 1987년 PFR의 대규모 누출사고 이후 물의 누출량과 이에 따 

른 파손의 규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 소륨-물 반웅 해석에 많은 공 

헌을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65년부터 Phoenix와 Super-Phoenix의 증기발생기 개 

발을 위해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고 독일 역시 1964년 

부터 모률라 형태의 SNR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엔 SN-300과 SN-600을 셜계하기 위하여 IPPE를 

중심으로 연구분야를 소규모 누출과 대규모 누출 사고 두 가지로 나누어 

A 
a 
1 

끼
 
‘ 
ι
 



중반까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규모 누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누 

시간에 따른 누출율의 변화 및 반응 부위에서의 물리화학적 특성자료 

를 수집하고， 대규모 누출 실험에 있어서는 관련 코드 개발 및 이의 실증 

1990년대 

줄 

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3) 일본 

현재 액체금속로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나타내 보 

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1970년부터 Monju 증기발생기 계 

통에 대한 소륨 물 반응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해 최대 1/2.5 정도 규모의 

대규모 실험시설을 통한 대규모 누출 사고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실험까지 

수행 완료하였다. 일본 역시 초기에는 소륨-물 반응의 현상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으나 차츰 관련 계통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안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물 누출 사고시의 플랜트 건전 

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연구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이 

실험적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체계적인 

분야에 

연구를 

연구를 기초적인 

수행하기 시작한 

대한 

7J 。
f시 τr 

1995년 이후부터이다. 

기 수행되었거나 지금까지 수행 중인 연구내용으로는 물 누출 감지시 

해석， 대규모 누출에 따른 

둥이 있다. 

개발， 소규모 누출의 확대전파 

도， 압력 영향 해석코드 검증실험 

까、터1 
-'0 계통의 옹 

나. 물 누출 형 태 구분 및 특성 

물 누출의 형태는 누출되는 물/증기의 양에 따라 편의상 몇 

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 값은 개발하고자 하는 

가지 단 

액체금속 

로 증기발생기의 구조， 용량 및 조업조건 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본 

의 Monju 증기발생기를 기준으로 한 형태구분 및 그 특징을 살펴보면 대 

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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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량 누출 

• 누출량 : < 50mg/sec 

• 발생 원인 : 전열관 제작상의 기계적 결함 또는 용접불량 등으로 인해 

생성된 crack 또는 pin hole을 통한 고온 고압의 물/증기 

-
줄
 

」T 

• 주된 현 상 : Self-wastage 

• 검 출 방법 : Hydrogen detector 

• 조치 사항 : 계획 shut down 

(2) 소규모 누출 

량
 

-
줄
 

」T : 50mg -lOg/ sec 

• 발생 원 인 : Self-wastage에 의 한 누출부위 의 enlargement 

• 주 된 현 상 : Single target-wastage 

• 검 출 방법 : Hydrogen detector 

• 조치 사항 : 비상 shut down 

(3) 중규모 누출 

·누출량 : lOg/sec-2kg/sec 

• 발생 원 인 Wastage 

• 주된 현상 : Tube over heat & Multiple target-wastage 

• 검 출 방 법 : Pressure gauge, Acoustic leak detector 

• 조치 사항 : Steam blow down, 계획된 공간으로 압력방출 

(4) 대규모 누출 

·누출량 : > 2kg/sec 

• 발생 원 인 : Tube over heat & Secondary failure 

·주된 현상 : 계통 내부 압력상승 

• 검 출 방법 Rupture disk, Acoustic leak detector 

• 조치 사항 :2차계통 보호 및 사고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압력방출 

일반적으로 누출 구멍이 매우 작은 미량 누출일 경우엔 초기에 소륨

물/증기 반응생성물로 인해 오히려 누출 구멍이 스스로 막혀 누출이 중지 

X 

씨
 



되는 자기폐쇄 (self-plugging) 현상과 더불어 누출되는 전열관 자체에서만 

부식이나 침식 등이 일어나며 누출 부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self-wastage 

와 plugging, enlargement 현상 등이 반복되는데， 이는 그 진행속도가 매 

우 느려 증기발생기 전체의 온도 및 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으로 

인해 쉽게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띠2.3 

반면에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 중 하나가 양단 파단되는 대규모 누 

출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물/스팀이 짧은 시간 내에 소륨측으로 흘러나와 

소륨-물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반응이 일어나는 곳의 주변에서는 고온의 

열 하중과 고압의 압력하중을 동시에 받게되고， 반응생성물 중 하나인 수 

소가스의 발생량이 순식간에 증가되어 증기발생기 내부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반응생성물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 수소의 경우 초기엔 구형의 단일 

기포를 형성하여 성장해 가다가 점차 안정성을 잃게 되면 소륨과 균일 2 

상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반응이 더욱 진행하게 되면 기체상의 수소， 액 

상의 소륨 및 이 두 가지 상이 공존하게 되는 비균일 2상 흐름을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물/증기 누출사고를 해석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 

자들이 반응초기에 압력이 급상숭하는 시점과 그 이후에 발생하게되는 2 

차 압력상승기간 이후의 시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다. 소륨 물 반응 특성 

(1) 화학반응 

소륨과 물/증기가 반응하게 되면 반응 생성물로 H2' Na20. NaOH, NaH 

등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성분이 생성되는 각각의 양은 소륨이나 물/증기 

의 조성비， 반응하는 계통내부 온도 및 압력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난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륨-물/증기 반응은 매 

우 신속하고 상당히 고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해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가) 소륨-물/증기 반응[2.4-6] 

” 
ι
 



전열관의 결함으로 인해 물/스팀이 소륨 분위기로 누 

출되는 경우 주로 일어나는(특히， 대규모 누출) 화학적 반응은 

증기발생기내부 

Na+ H20 • NaOH+ Jíí H2 

있 알려져 것으로 z}~ ^ "L-
비율을 일정한 

2Na+ H20 • Na20+ H2 

어느정도 니1.. 0 。
보~Oτ: 

I二
τ-이 이며， 

다. 

이하에서는 소륨-물 반응 비율에 관계없이 NaOH(s)의 융점 

Na+ H20 • NaOH+ Jíí H2 

Na+ H20 • NaOH+ Jíí H2 

반응온도가 NaOH 그리고 존재하에 소륨의 의 반응이 일어난다. 과잉 

이상에서는 융점 의 

2Na+ H20 • Na20+ H2 

가 주로 일어나며， 부수적인 반응으로 

Na + Jíí H2 • NaH 

Na+NaOH • Na20+ Jíí H2 

의 반응이 일어난다. 한편， 소륨-물 반웅이 일반적인 액체금속로 운전 

부근에서 일어날 경우엔 온도인 480.C 

40.7뼈/ g- mol 2Na+ H20 • Na20+ H2 

45. Ok:al/ g- mOI Na+ H20 • NaOH+ Jíí H2 

470-48 

때문 이상이기 

온도가 평균적으로 

NaOH 융점 

증기발생기 내부 

O.C 라고 가정할 때 이는 과잉의 소륨 하에서 

에 다음과 같은 반웅이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며， 로
 

주
 

반웅이 

Na+NaOH • Na20+ Jíí H2 

압력， 누출부 위치， 증기발생기 구조 등에 따라서 하지만 반웅온도 및 

/‘ 
T 예측할 정확히 일어날 것인지는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상기 반응식들 

편의상 가 행할 경우 반웅에 대한 사고해석을 소륨-물/스팀 없다. 따라서 

모델을 설정하여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상의 

인자로는 반웅물의 

상태， 반응물 상(phase)의 형 태， 반응 

찌
 씨 

이들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t:!.l 
^ 혼합비율 표면적，반응지역에서의 

한편 



실험장치의 구조 및 크기， 초기조건 등이 있다 

(나) 소륨-수소 반응 

수소의 압력이 NaOH의 분해압 이상인 경우 생성된 수소가스는 소륨 

과 반응하여 소륨 수화물을 형성한다. 

Na( Q ) + Yz H 2(g) • NaH(s) 

한편， 생성된 수소 가스가 산소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 

간 내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소륨을 비산시키며， 거대한 폭발음과 함 

께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단， 커버가스 내의 산소농도가 5% 이하가 되면 

연소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2H2(g) + 02(g) • 2H20(s) 

(2) 소륨 물 반응 진행과정 

액체금속로에 있어서 소륨 물/증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증기발생기에서 전열관의 균열에 의한 것과 둘째， 소륨 제거과정에 

서 사용되는 증기에 의해 생성된 NaOH로 인한 부식 및 웅력부식균열에 

의한 것 그리고 끝으로 공기 중의 물/증기가 소륨 계통으로 유입되어 발 

생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FERMI, PFR, BN350, 

KNK, CEA 등에서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7-9] 

증기발생기에서의 전열관 파손으로 인해 발생되는 반응에 대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 전열관의 미세 균열 발생 및 전파단계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에 있어서 재료자체의 결함이나 용접할 때의 잘 

못 등으로 인한 미세 균열의 생성 (Material & Weld Defects). 부식의 가 

속화， 재료 내부의 잔류응력 및 외부에서 가해진 웅력과 부식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과 기계 

적 진동이나 유체의 진동과 부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부식피 

로(Corrosion Fatigue) 현상에 의한 미세한 균열의 생성과 전파가 진행되 

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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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물/증기가 누출될 때 나타나는 jet flame의 

보였다. 반응영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그림 2.1에 

균열에 의해 전열관의 

;ζ 다1 
~ ^ 

균열이 미세 (나) 2단계 : 소륨-물/증기 반응생성물에 의해 

막히는 단계 

켜 u 

유입되 

물/증기가 반응할 

이하로 물/증기가 소륨 속으로 임계속도(- 2x 10-2g/sec) 

면 반응생성물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막히게 되는 단계. 

소륨과 액체 통해 균열을 미세 생긴 1단계에서 

우， 만일 

열리는 단계 (다) 3단계 : 막혔던 균열이 다시 

죠~Ú ,-
이루며，이러한 

균열부분이 커 

물/증기 소륨이 

물/증기와 반응함으로써 NaOH 분위기를 

주위의 부식이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면 

막힌 부분을 통해 인해 2단계에서 반응생성물로 

로 농도확산하여 

조건 하에서 

열리게 되는 단계. 

균열 

막힌 부분이 다시 져 

(라) 4단계 : 균열된 전열관의 파손 및 균열 크기의 확대 

물/증기 누출량이 임계값을 넘어서면 

막히지 않고， 균열이 생긴 전열관 벽의 

균열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 

반응생성물로 인해 더 이상 균열이 

즈흐 , 물/증기 진행되어 내부 

크기가 갑자기 
뾰
 

쪼
 
「물/증기 쪽에서 

됨으로써 

• = 
::L.千T파손(wastage) 이 

벽까지 도달하게 증가되는 균열 표면의 전열관 

단계. 

(마) 5단계 : 인접 전열관의 파손 

물/증기 누출량이 - 5 x 10 -2g/sec를 

일으켜 전체적으로 파손이 확대된 

만일 파열부위가 커져 소륨으로의 

넘어서게 되면 인접한 전열관의 파손을 

다. 

λ = 0 1">1 
j二훈:r ìí 1J 중 2차 계통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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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관이 파손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경우 1, 2차측을 냉각시켜 비파 

괴 검사를 통해 파손부위를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 때 냉각을 

시키는 동안 파손부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급격히 냉각 

시킬 경우 열 충격으로 인한 또 다른 파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장시간 동안 냉각시켜야 하므로 이 시간동안 소륨-물/중기 반웅이 지속되 

어 이 과정 중 소륨이 2차측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NaOH에 의한 부식 및 웅력부식균열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KNK에서 발생된 실례가 있다. 
•. , ./ 

Na 

n 
ν
 

, ‘ 
u ” 

A B 

A (Decompression region) : Wastage7} 일어나지 않는다. 

B ~앉:eam core region) : T，αoidal 형 태 의 1쩌5떠ge가 일어 난다. 

C (Tr뻐.sitbn region) : Pit 형태의 wastage가 일어나며 t 

속도가가장빠름. 

D (Ful매 reacted region) 

E (Unaffected region) 

. sm'α빠l abrasion 

: Wastage가 일어나지 않음 

그림 2.1 소륨-물 반응 지역에서의 jet flame 구조 

및 영향 

-41-



라. 소륨-물 반응생성물 

소륨-물/스팀 반응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을 종합해 

보변 다음과 같다. 

aH20 + bNa( Q) • cH2(g) + dNaOH(s) + eNa20(S) + ηVaH(s) 

이 반응은 급격하고 격렬하게 일어나며 매우 큰 부피팽창을 동반한 

다. 이와 더불어 소륨 물/증기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수소가스의 경우 원 

래의 소륨-물/증기 반응보다 훨씬 더 위험한 폭발성 기체로 그 생성율은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저 35%에서 최고 6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1 소륨-물/증기 반응에 의한 수소생성율 

연구자 생성율 참고문헌 

J.A. Bray, et. al. 55% [2.10] 

K. Dumm, et. al. 50% [2.11] 

J.O. Sane, et. al. < 63% [2.12] 

또한 기타 반응 생성물들의 경우 미국의 LL TR(Large Leak Test 

Rig)에서의 대규모 소륨-물 반웅 실험종료 후 반웅생성물 탱크(RPT ; 

Reaction Products Tank) 내에 들어있는 잔류물 시료를 특별히 고안된 시 

료채취 장비(그립 2.2)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x-ray 회절분석을 통해 확인 

되었다. 그 결과， 반웅생성물들은 다량의 미 반웅 소륨 중에 NaOH, 

Na20 , NaH 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세 가지 물질들 

은 열역학적으로 액체소륨과 평형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공존 상 

태는 상(相)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형태의 조성은 소륨-물 반응 시간 

과 반웅온도에 따른 것으로 입증되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시료 채취한 

반응생 성 물에 있어 서 의 평 균 조성 은 약 sodium hydroxide 20wt% , 

sodium oxide 30wt%, sodium hydride 5wt%, sodium 45wt% 였다.[2.12] 

한편 이러한 소륨-물 반용생성물 시료를 glove box 내에서 427
0

C까 

지 가열， 용융시켜 본 결과 완전히 액체화되지 않고 상당한 양의 용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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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물질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반웅생성물 탱크 내 

에 들어있는 반응생성물을 NaOH의 융점인 319 0C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 

은 steel에 대한 NaOH의 강한 부식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 

소륨-물 반응생성물로 인해 오염된 계통을 세정하는데 있어서는 에탄 

올이 바람직한 용매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상기 반응생성물들은 에탄올과 

급속히 반응하여 완전히 용해되었다. 이 때 상당한 양의 열이 함께 발생된 

다. 

Dawanol PM(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역시 이들 반응생성물 

에 대한 세정제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는 에탄올에 비해 용해속도가 느 

리고 이 용액에서는 NaOH가 완전히 용해되지 않아 에탄올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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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반응생성물 시료채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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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열관의 wastage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1964년 초 미 국의 APDA(Atomic Power Development Associates)에 

서는 일반적인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 있어서 소량의 고압상태 물/스팀 

이 소륨 pool로 누출될 경우 전열관의 wastage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원자력위원회 (USAEC : United States Atomic 

Energy Commission) 주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 

었다. 

(1) 누출량과 전열관 간극 

물/스팀의 누출량과 전열관 사이의 간극 모두 wastage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판명되었다. 

누출량의 경우 일정한 양까지는 wastage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가， 최고점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출 

량이 0.1 Ibs/sec에 이르게 될 때 누출되는 전열관에 인접한 전열관에서 

wastage가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누출 지속시간 

누출이 지속된 시간 역시 wastage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누출량과 전열관 사이의 간극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륨 유동속도 

0-2.0 fνsec의 소륨 유동속도 범위 내에서 파손된 전열관의 wastage 

속도는 유동속도 증가에 따라 정체된 소륨에서 보다 wastage 속도가 증 

가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륨 유동속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동하는 소륨이 파손된 전열관으로부터 나 

온 물/증기가 소륨과 반응하여 생성시킨 부식성이 강한 반웅 생성물들을 

반응지역으로부터 멀리 휩쓸어가기 때문이다. 

(4) 물/증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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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된 물/증기의 옹도가 약 320-360 0

C 범위일 경우에 있어서는 

wastage 속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80 0

C 로 

주입될 경우엔 320
0

C 로 주입될 경우와 비교해서 wastage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열관 재질 

10 -3 -10 -2 Ibs/sec의 속도로 물/스팀이 누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wastage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 실험결과， 다음과 같이 Incoloy 800이 가 

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coloy 800 > Stainless steel (304, 316) > 2~ Cr-1Mo 

한편， G.W.Thomson 등이 900
0

C 의 소륨이 유동되는 조건에서 몇몇 

재료들에 있어서 소륨-물 반응에 대한 재질의 부식 저항성을 계산한 결과 

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2~Cr-1Mo 의 저항성을 1이라고 설정하였을 때 

• 9Cr-1Mo = 1.2 

• 18Cr-llNi-2.5Mo 二 3.1 

.20Cr-33Ni-Mn = 4.0 

• Nickel = 5.2 

(6) 누출부 위치 

물/증기 누출부가 증기발생기 내부 소륨 충전층 상부로부터 1.3-8.5ft 

지점 내에 위치할 경우， 소륨의 유동 여부와 관계 없이 wastage 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 소륨-물 반응 온도 

소륨-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많은 열에너지는 반응 초기에 기포 내 

부 온도를 상승시켜 순간적으로 반응 경계면에서 매우 높은 옹도 값을 나 

타낸다. 소륨-물 반응 시 나타나는 최고 온도 값은 반응이 일어난 지역의 

기하학적 형상， 누출된 지점과 분사방향， 유체의 유동조건， 온도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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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알려진 

}‘ 
T 거리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지금까지 여러 문헌들을 통해 

이론적 계산 값이 

l!1 
^ 

최고 

값 

시 나타나는 

1300 -1700 oC [2.1 ,2.14], 실제 

소륨-물 반웅 

도
 

온
 

측정된 값은 온도 

의한 반응 계산에 일반적으로 범위이다. 900-1250 0C[2.12, 2.14-17]의 
。

τ= 

계산 값의 경우 

상당부분이 

는
 

。

π
 

이
 

| 낮게 나타나는 비해 실험 값이 더 값에 최고온도 

실제 1:11 
^ 반응물 즈

 
。인해 생성된 에너지 값 소륨-물 반웅으로 

것으로 

물이나 

일어나는 

그림에서 

반응할 경우에 

죠:λ1 
L i:프 

안으로 
뾰
 기포 

열전달 

함께 생성물과 

기포의 팽창 에너지， 소륨으로의 

에너지가 반응 

있기 때문이다. 

반웅 

온도상숭， 

무시하고 

가정하고 

중기가 액체 

모든 

생성물의 

되는 것을 

유입되는 

주변 전열관에 있어서의 

바와 같이 

비해 비교적 안정된 

경우엔 액적 상태로 

일으킬 때 누출되어 격렬한 반웅을 

온도거동 특성을 그림 

증기가 소륨과 반웅할 경우가 

속으로 소륨 

보 2.3에 반응이 

였다. 

소륨과 

물이 있는 ?
T I닐L 

E코 

이는 

의해 

수소가스로 

물이 

기체 

보였다 

반웅열에 

다량의 

온도거동을 

물이 

생성된 

분사된 

인해 

누출된 소륨속으로 

일으키며， 또한 반웅으로 상으로 상변화를 

물
 

대조적으로 

온도거동 

2 = 
j二13""，액체 

변
 

주
 
’ 

반응경계면， 

둥이 불규칙적으로 주변 전열관 표면에 닿기 때문이다. 이와는 

증기가 누출된 경우엔 상변화에 따른 체적변화가 없으므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물의 소륨과 일어나 부피팽창이 급격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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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기가 소륨 

이들의 

고체상의 

수소기포 성장 

구형의 작은 

기포들이 서로 

내부로 누 
i 

순
 

반응생성물들이 

팽창으로 

수소기포들이 

합하여지거나 

반응과 함께 

디] 
;’<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으로 인해 

액체 소륨의 단상이던 증기발생기 내부는 

기상의 수소기포와 액상의 소륨 그리고 

복잡한 형태가 되고， 소륨상에서의 

계통이 과압된다. 이 때 반응부위에서는 

형성되며 누출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사. 압력전파 해석 

출되면 

식간에 

공존하는 

인해 

많이 

만일 

변하게 되고， 나아가 점차 상 

여러 개의 작은 기포로 분리 

수소기포와 액상의 

환상 판형으로 

상실해 다시 

각각의 기포들이 성장하면서 

하로 커져 성장하다가 안정성을 

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2상 소륨의 기상의 

유동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8] 

물/증기 가 소륨 측으로 누출될 현상은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주된 영향을 받게 된다. 대 

부분의 경우 누출이 시작되면 수 msec 이내에 초기압력 spikei!f 불리우는 

압력과도 때 나타나는 다량의 

차
 
를
 
변
 

2 

이
 

력
 

의
 

압
 

딛
 
데
 

H 

는
 

; 

되
 

이후 비교적 이 보다 적은 

압력파가 서서히 감소하게 

반응 시 발생하는 계통 내부 

초기 압력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그 

적인 압력상승이 있게 된 후 점차 

준정상상태 압력이라 한다. 소륨-물 

화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 계통에서는 

물 반응으로 생성된 다량의 

과압을 방지하기 

설계에 반영하고 

반웅의 초기에는 순간반응에 의한 

효과가 지배적이며 반웅 역시 누출부위를 중심으로 

행될수록 반응지역이 확대되어 증기발생기 내부의 많은 구조물들이 열 

화학적으로 점차 그 영향을 받게 된다.2차적인 압력상승은 증기발생기 및 

압력방출계통의 inertia constraint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압력개방판 파열 

이후의 준정상상태 압력은 소륨과 수소기체의 유동저항요건 등에 의해 결 

이러한 대규모 소륨-

수소가스로 인해 야기되는 급격한 압력상승에 

위해 압력개방판(rupture disk)을 이용한 압 

있다. 

일반적으로 

따른 계통의 

력방출계통을 

압력상승으로 wave 전파 

나타나지만， 반응이 진 

t!l 
^ 

D 

갱
 

뚫
 

대
 

정된다. 



대규모 소륨-물 반웅에 의해 생성된 수소기포의 성장에 따른 압력전 

파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의 한가지 예를 들면 그림 2.5와 같 

다. 먼저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이 양단 파단되면 전열관 내부의 물/스팀 

이 다량으로 누출되어 소륨과 순간적으로 급격한 반응을 일으켜 파단된 

전열관 부위에 반경‘a’ 크기의 가상의 단일 수소기포를 생성시켜 반경’R' 

인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성장하게 된다(그림 a). 

그 후 이 가상의 단일 수소기포는 점차 성장하여 그 크기가 증기발생 

기 내경만큼 되면서 기존의 구형에서 환상 판형 (Pan cake shape)으로 전 

환된다(그림 b). 

이렇게 전환된 수소기포층이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륨 유동방향과 그 

역방향을 향해 성장하면서 계통 내부를 과압하게 된다(그림 c) . 

이와 같은 모형은 소륨-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계통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으로 실제 사고 시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5 

2‘0 

1.5 

æ 
프1.0 

혈 0.5 

0.0 

SPIKE 

Wave 

0.0 

Pressure Variation in R/D 뻐pe 

SELPSTA 
MassTI머따fer 

0.5 

time(양) 

---<>- CG V，머ume = 10.0 m' 

)용- CG Volume = 12.5 m' 

--CGV.어ume = 15.5 m' 

1.5 2.0 

그림 2.4 소륨-물 반응시의 계통 내부 

압력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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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압력전파 해석 모형 

아. 대규모 소륨-물 반응 해석코드 

대규모 물 누출에 의한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의 압력과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액체금속로 중기발생기의 안 

전성 해석을 위한 코드를 개발해 왔으며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수행한 실 

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 코드의 신뢰성 및 정확성 중진에 노력해왔 

다. 코드의 개발은 소둠-물 반웅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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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적절한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소륨-물 반응시의 중/후 

반기 해석 이 가능한 코드들로는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PFBR) 

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개발된 SWEPT 코드， 일본의 PNC에서 개발한 

SWACS 코드，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에서 개발한 

SWAAM- LT 코드， 그리고 미국의 GE에서 개발한 HISTAM 및 

TRANSWRAP 코드 퉁이 있으며， 특히 SWAAM-LT 코드는 초기 압력 

Spike 이후의 중/후기 계통거동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또한， 

HISTAM 코드는 증기발생기 및 중간열전달계통 루프에서의 장기간에 걸 

친 계통과도 현상을 분석할 목적으로 초기의 급격한 계통과도현상 해석용 

인 TRANSWRAP 코드를 변형한 것으로 개발된 코드들 모두 각각의 반 

웅 현상에 따른 적절한 해석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코드들 

은 초기 압력 상숭 및 2차 압력상숭부터 압력방출 계통의 작동 이후 기간 

까지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코드 또는 초기 거동보다는 후기 거동의 분 

석에 초점을 맞춘 코드로서 계통의 압력과도현상에 대한 분석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석 모델 및 그 기 

능상의 특정을 간략히 표 2.2에 정리하였다. 

표 2.2 소륨-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분석코드의 해석모벨 비교 

SWEPT SWACS SWAAM-LT TRANSWRAP HISTAM 

개발국(기관) INDIA 일본(PNC) 미국(ANL) 미국(GE) 미국(GE) 

초기압력 
0 0 × 0 × 

SPlKE 

Relief System 0 0 0 × 0 
Water Leak 

0 0 0 0 × 
Model 
Bubble 0 0 × 0 × 
Dvnamics 

o 초기: 。초기: 。후기: 
。압축성유동 

압축성 압축성 비압축성 
Sodium 

。후기: 。 후기: o 반용경계면 
。 wave 。비압축성 

Flow 비압축성 비압축성 추적 
propagatIon 

Model 。 Ideal gas 。 Ideal gas 。 Ideal gas 。 l-Phase 。 1&2-Phase

Gas 
。 Adiabatic 。 Isothermal 。 Adiabatic 。 Adiabatic 。 Adiabatic

Expansion Expansion 。압축성 : Expansion Expansion 
。압축성 。압축성 국부적용 。압축성 。압축성 

후반기 해석기능 0 0 0 × 0 

% 



3. 실험장치 

SWR 중/후반기 계통거동 특성 해석코드인 SELPSTA의 해석모형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장치를 설계하 

고 제작하였다. 

가. 실험요건서 검토 및 수정보완 

유체분야에서 작성한 실험요건서를 토대로 이론 및 기술적인 타당성 

을 내외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총 18개 항목에 대한 

사안들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나.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유체분야와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실험요건서를 토대로 그림 2.6-7과 

같이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였다. 실험장치는 크게 소륨-물 반 

응 실험을 모사하고 기포 거동 현상을 육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된 tube bundle과， 유체 를 수송하는 piping & pumping system, 모사 

유체(물， 커버가스， 공기) 공급계통， 제어반 및 data acquisition system 등 

으로 구성되며， 주요 측정 인자는 온도， 압력， 유량， 액체수위 및 기포율 

(시간함수)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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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소륨-물 반응 사고는 액체금속로 중간열전달계통(lliTS)의 설계기준 

사고로 세계 각국의 여러 기관들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거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소륨-물 반응 사고에 대한 연구방향은 크게 반웅 직후의 

초기 압력 분석과 중/후반기의 보다 오랜 시간 동안의 계통거동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후반기 계통 거동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개발된 코드들은 분석목적과 자국의 증기발생기계통 구조에 따라 각기 서 

로 다른 모형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KALIMER의 소륨-물 

반응사고 중/후반기 거동 해석에 적합한 적절한 반응모형 및 압력전파 모 

형을 설정하여 SELPSTA 코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분야에서 개발한 SELPSTA 코드에서 설정한 해 

석모형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자료를 생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소륨-물 반웅 특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였고 설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실험요건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험장치를 설 

계하고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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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hennal Striping 특성 실 험 

1. 서 언 

액체금속로에서는 경수로보다 냉각재가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운전되 

고 저온과 고온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또한 냉각재인 소륨은 열전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륨 온도의 변화가 빠르게 인접한 벽면에 영향을 미친 

다. 소륨의 온도변화는 인접한 재질의 온도요동(thermal fluctuation)을 유 

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온도요동은 재질의 열피로파손을 유발시킨다. 이 

러한 현상을 thermal striping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조밀하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온도 

요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유동영역이 재질의 벽면에 더욱 가까워지므로 충 

분한 여유 공간을 갖는 기존의 원자로 설계에서보다는 thermal striping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액체금속로에서는 원자로 구조 및 유통조건을 고려하면 크게 3가지 

경우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핵연료집합체의 상부에서 고온과 

저온의 소륨이 만나 열혼합할 때 발생하며， 둘째로는 노심 상부에서 소륨 

이 형성하는 자유액면이 요동할 때 인접한 재질의 온도요동을 유발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저온과 고온의 소륨이 합류하는 mixing tee에서 일어난다. 

액체금속로에서는 핵연료집합체가 육각 덕트로 둘러싸여 있어 핵연료집합 

체 간에 횡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구에서 핵연료집합체들 간의 최대온도 

차가 100
0

C 정도이므로 핵연료집합체의 출구 위쪽에 있는 제어용 상부구 

조물 부근에는 심한 온도요동이 발생한다. 이는 상부구조물의 설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공기를 사용하는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노심에서 분출되는 소륨 유동에 의해 자유액변에 요동이 발생한다. 

자유액면이 요동할 때 자유액면이 닿는 재질의 벽면에는 고온(550
0

C)인 

소륨과 저온(300
0

C)인 커버가스가 교대로 닿게되므로 재질의 벽면에 온도 

요동이 발생한다. 자유액면의 요동이 재질의 벽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는데 열유체적으로는 자유액변의 요동의 주기와 진폭을 예측하는 것이 매 

야
 μ 



개조하여 당해연도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해 기술하였다. 액체금속로에서 자유액면 

커버가스가 요동에 의해 

현상이다. 커버가스가 소륨 속으로 혼입되면 

열전달 성능이 저하되고 특히 노심의 반응도가 변하 

않게 원자로가 설계되어야 한다. 액체금속로에 

인해 유발되는데 첫째는 

실험장치’를 

서에서는 이 실험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혼 입 ( entertainment) 되 는 

열교환기와 노심에서 

므로 가스혼입이 일어나지 

가스혼입은 다음의 

압 

보고 

기존의 ‘번들 

。1

주기와 진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동의 。l우 중요하다. 
D 

묻
 

력강하 

요동으로 

뾰
 중간 

.t c: 
i二13""중요한 현상은 

중간 

인한 소용돌이가 중요 

두 가지 현상으로 

열교환기의 유입구로 빨려들어 가는 소륨 유동으로 

한 요인이며， 둘째로는 자유액면에서 액면요동이 

서의 

액면파동이 파 심할 경우 

계획 경우이다 당해년도에는 혼입되는 손되면서 커버가스가 소륨 속으로 

동시 주기와 진폭을 측정한 실험을 수행하변서 없었지만 액면요동의 에는 

츠정 임계조건을 혼입되는 뾰
 

n 

돌
 

공기가 에 액면파동의 파손에 의해 

하는 실험도 수행하였다. 

tee에서 발생하는 다양하다. 매우 느
 
」우

 
’ 

、

경
 

thermal striping의 Mixing 

온도를 갖는 유체가 합류 

탱크류 둥이 있으나 구조가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연구 

는 설계의 진척에 따라 차후에 계획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해년도에 수행한 연구내용은 실험장치 

프로그램 작성 

가지 소률이 합류하는 배관， 여러 고온과 저온의 

는
 

하
 

수위계 제작， 계 

등 실험준비 과정을 거 

보완，국소 

분석 

요동과 주기를 분석할 620 세트의 data를 생산하였다. 공기 

가 물 속으로 혼입되는 조건을 측정한 data μ4개를 분석하여 임계조건을 

주기와 진폭을 분석하고 

"Ql 
;’<프로그램 측기 설치， 측정 

쳐 자유액면의 

있다. 개발하였고，액면요동의 

통계로 

기술하는 실험식을 

실험부의 직경， 노즐직경， 평균 처리하여 분석한 자료들을 앞으로 

기술하는 실험식을 주기와 진폭을 유속을 주요인자로 자유액면의 

개발할 예정이다. 

및 수위 

% 

험 

가. 실험장치 

2. 실 



(1) 실험장치의 보완 

기존의 실험장치인 ‘번들 압력강하 물 실험장치’를 자유액면 요동에 

관련되는 기초실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실험범위를 확장하고，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완하였다. 기존의 실험장치에 관해서는 이 

장치의 제작시방서 [3.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치를 

보완한 부분과 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에 관해 기술하였다. 

자유액면을 갖는 실험장치를 운전하는데는 유량과 수위가 서로 연동 

되기 때문에 제어가 매우 어렵다. 즉， 실험부나 저장탱크의 수위가 달라지 

면 펌프의 수두가 달라지므로 유량이 변하고， 유량이 변하면 다시 수위가 

변하여 실험장치에서 평균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예로， 펌프 입구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에서의 

액면요동이 실험부의 액면요동으로 전파되고， 펌프에 의한 유량요동(flow 

riffle) 이 액면요동으로 전파된다. 실험장치에서 부분별로 보면， 펌프에서 

실험부의 입구， 실험부 출구에서 저장탱크 및 저장탱크에서 펌프 배관에서 

주로 연동의 원인이 발생한다. 

펌프에서 실험부 입구로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펌프의 유량요동을 감 

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량요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펌프성능을 향 

상시키고， 유량요동을 감소시키는 멈퍼 (damper)를 설치하고， 펌프와 실험 

부 입구의 유동저항계수를 높여 실험부에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바 

이패스 관을 이용하여 펌프를 고회전으로 유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설 

치된 펌프는 수두 16기압인 3단 원심형으로 성능이 높기 때문에 장치보완 

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템퍼의 용량을 3배로 늘리고， 바이패스 관의 직경을 

2인치에서 3인치로 늘리는 방법을 택하였다.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실험부 출구에서 물을 자유낙 

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낙하시키지 않고 저장탱크로 보내면 저장탱 

크의 액면요동이 출구의 유동에 연동되어 수위를 평형상태로 유지시키기 

가 어렵다. 그러나 저장탱크에서 자유낙하시키면 저장탱크 내부가 소용돌 

이치면서 공기를 혼입하기 때문에 펌프로 공기가 들어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부의 출구와 저장탱크 사이에 기포제거기 (Vapor elimina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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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저장탱크 또한 출구에서 자유낙하가 이루어지고 

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저장탱크와 펌프 사이에 일어나는 

실험부 설치하여 

연동을 줄이기 위하여 저장탱크로 

수위보다 충분히 낮도록 저장탱 

진동과 같은 물 공급계통의 

유입되는 모든 배관의 위치는 저장탱크의 

크의 수위를 유지하였다. 펌프의 진동이 실험 

유출구 배관에는 600mm 

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를 진동흡수대 위에 설치하였고 

펌프의 상류배관， 하류배관， 실험부의 

길이의 flexible 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실험부의 하류배관을 기포제거기 

ql 
^ 유입구 

않게 단절시켰고， 기포제거기의 지지대는 실험부의 지지대와 에 고정되지 

격리하여 설치하였다. 

및 설치 (2) 보완장치 설계 

기포제거기를 200x150mm 철제 위치를 실험부의 위하여 설치하기 

H-beam으로 4200x3000x1500mm 육각구조물을 제조하여 1500mm 높였다. 

공간이 유동의 。1채워 가압된 질소가스를 이 장치의 상부공간에 템퍼는 

기존 

3.2와 같 

이다. 

정밀하게 

템 

없애기 위한 장치이다. 

제작하여 

설계온도는 100 0C 

누설이 없도록 

그림 템퍼를 

16기압， 

랩들은 고압에 

ripple을 

그림 3.1과 같은 

설계압력은 

유입되는 유체의 

실험장치의 펌프 하류에 

이 배관하였다. 이 장치의 

퍼의 상부와 하부에 설치하는 

홉수하여 요동을 

가 

부착하였다. 상부에는 15기압용 압력계를 설치하고， 이 

전기적 신호(4-20mA)을 발생시킨다. 그림 3.2의 배관에서 

globe valve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이며 바이패스 관은 3"로 확장 

하고， 3“ 전동밸브를 설치하였다. 템퍼에 설치되는 두 개의 수위계는 

on/off type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하므로 제어실에서 감지하여 

5" 

용접으로 공하여 

압력계는 

수위가 

두 수위계 사이에 있도록 제어하였다. 

기포제거기는 물이 자유액면으로 

위한 장치이다. 그림 3.3과 같은 규격으로 제작하였다. 실험부 출구의 3개 

의 배관(5“ 주배관 2" 미세조정용 배관 2“ 비상용 배관)에서 자유낙하되 

접시 모양의 용기들에 먼저 들어가 자유낙하 속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킨 다음 주 탱크로 들어간다. 이 유통은 다시 2개의 칸막이를 지나 

없애기 기포를 발생하는 떨어질 때 

야
 씨 

는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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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유동에 포함된 기포는 상부 공기공간으로 방출된다. 이 탱크에서 발 

생하는 진동이 실험부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200x150mrn H -beam으로 기포제거기를 지지하였다. 이 장치는 실험부의 

하단에 그림 3.4와 같이 배관으로 연결된다. 하부에는 배관으로 진동이 전 

달되지 않도록 길이 800mrn인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flexible hose를 사 

용하여 연결하였고 상부에서 들어오는 배관은 가스제거기와 닿지 않게 삽 

입된 형태로 유량은 이 장치로 자유낙하시킨다. 기포제거기의 하부에는 기 

포제거기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6“ 밸브를 설치하였다， 

5개의 실험부 직경에 맞도록 국소수위계의 지지대 5개를 설계， 제작 

하였다. 이 국소수위계 지지대들을 임의의 위치로 상하 1000mm 범위에서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장치를 설계 제작하였고 이 이송장치에는 실험부의 

크기에 따라 국소유속계 지지대를 교체하면서 설치할 수 있다. 

(3) 실험장치 사양 

이 실험장치는 가로 10m 세로 4m 높이 7m 정도의 규모로 그림 3.5 

에 실험장치의 사진을 보이고 있다. 최대유량이 50 Q /sec, 펌프수두가 16 

기압， 물의 최대온도가 70
0

C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실험장치로 그 구성요소 

는 그림 3.6과 같다. 이 장치의 유로는 다음과 같다. 저장탱크에서 3단 원 

심펌프로 흡입한 물은 템퍼로 보내지고 랩퍼에서 나온 물은 상부 메니폴 

더를 거쳐 병렬로 설치된 3개 (3“ 2.5". 1“)의 터바인 유량계로 보내진다. 

유량계의 하부에 있는 메니폴더에서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실험부들로 물 

이 공급된다. 이 펌프의 유입구는 6"이고 유출구는 5“ 이다. 이 펌프는 인 

버터에 의해 회전수를 조절하므로 작동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보조적으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펌프의 유출구와 저장탱크 사이에는 3" 규모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하였다. 

이 실험장치에는 여러 종류의 실험부가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것은 이 그림의 오른쪽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액면요동 

실험부이다. 액면요동 실험부는 그림 3.7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에 

서 주입노즐을 통해 주입된 유체는 자유액면을 형성한 후에 측면의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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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액면요동 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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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액면요동 실험장치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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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자유액면 실험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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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로 나간다. 배출구들의 배출량이 같아지도록 설계된 원형 배관에 다 

시 모여 병렬로 설치된 3개의 배관 즉， 5“ 수동 밸브가 설치된 주배관， 2" 

전동밸브가 설치된 미세유량 조절 배관 및 2“ 솔렌노이드 밸브가 설치된 

비상용 배관을 거처 기포제거기에 자유낙하 한다. 기포가 제거된 물은 저 

장탱크의 수위 아래 부분에서 저장탱크로 되돌아간다. 저장탱크 내부에는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20kW 용량의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탱크의 

외부에는 탱크의 물을 냉각시키는 30kW 용량의 냉동식 냉각기가 설치되 

어 있다. 

이 실험에는 실험부 직경이 자유액면의 요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5개의 실험부들을 교체하면서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 

험부들 중 가장 크며 실험장치에 고정된 실험부는 내경이 1000mm, 높이 

가 2000mm인 투명한 아크릴 원통으로 만들었고 상하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만들었다. 실험부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실험부의 내부 

에 규격들이 서로 다른 4개의 아크릴 원통을 서로 교체하면서 설치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림 3.7에는 고정된 내경 1000rnm 실험부에 내경 

780mm인 실험부가 삽입된 형태이다. 주입노즐은 5종류로 서로 교체하면 

서 실험하였다. 이 노즐의 위치는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나 실험기간을 고 

려하여 한 위치에 고정시켜 실험하였다. 노즐과 같은 높이에는 각 실험부 

의 원통 규격에 맞게 하부판(lower plate)을 설치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험부의 상부에는 국소수위계를 설치하 

였고， 이 국소수위계를 상하로 이동하면서 여러 종류의 수위조건에서 측정 

하기 위하여 수위계 이송장치를 설치하였다. 국소수위계와 실험범위 및 측 

정 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나. 측정범위 및 방법 

(1) 실험범위 

본 실험은 실험부의 내경 5종류 노즐직경 5종류 평균수위 4종류 및 

유량 5 종류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유액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임 

계조건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실험치를 측정하지 못한 2개의 실험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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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실험을 

표 3.1에 기술하였다. 실험부의 내경은 1000, 780, 

680, 480 및 380rnm로 5종류이고， 노즐의 직경은 100, 78, 58, 48 및 38rnm 

유량 3 종류에 대해 및 노즐직 경 5종류， 평 균수위 4종류 

수행하였다.실험범위는 

대해 

로 5종류이다. 평균수위는 890, 1090, 1290, 1490rnm로 4 종류이고， 유량은 

실험에 따라 기포가 간혹 발생하는 유량을 설정하고 최대유량으로 각의 

0.8 Q /sec와 이 최대유량 사이를 5-8 구간 나누어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온도는 가열기와 냉각기로 조절 이다. 물의 

20 ::t 0.5
0

C 로 유지시켰다. 

유량범위는 0.8-16 Q /sec 

모든 실험에서 하여 

의 

(2) 국소수위 계 (local level meter) 

수위 이용하여 전기전도도를 이
 「

n 

흩
 

사용한 국소수위계는 실험에서 효E 

물
 

φ0.025rnm 정도의 스테인레스 스틸 Wlre 

수위에 따라 전류가 달라지는 양을 측정하 

수행하였다. 실험을 설계， 제작하여 실험에서 

전기저항이 큰 가느다란 

에 전류를 통과시킬 때에 물의 

효￥
'-센서로 느

 
」하

 
처
。
 

츠
 
「

속에서 

E프 

E크 

는 것으로 전류는 1딴1Z AC 전원으로 공급하였다. DC 전원이면 전기적으 

물의 전기분해가 얼어나므로 AC 전원을 사용하여야 가능하 

Wlre를 사용한 예비실험에서 감웅도가 매우 빠르고， 길이 90rnm 

Wlre를 사용하면 정지된 수위에서는 ::t 0.2rnm 정도의 감응도를 보 

좋으나 

다. 1개의 

정도의 

였다. 

느
 」

로
 

국소수위계와 지지대의 들어가는 실험부에 780rnm 내경 3.8은 그림 ---, 
설치하여 센서를 Wlre 10개의 있다. 수위계 지지대에 

107R소에서 

보이고 형상을 

연결하여 각각 양극으로 사용하였으며， Wlre 

다시 

음극에 

절연시켰다. 표 3.2는 

/、 1 )1 l-• '-
Wlre벽 OTτ 수위를 측정하였다. 250rnm 정도의 실험부내의 

전기가 장 통하게 황동 봉에 

절연되게 φ3rnm 봉인 든
 

만
 

강철로 τr --r 연결한 아크릴에 

접지 공용으로 연결하여 고정시켰다. 하부 지지대는 

절연피복재로 각 실험부 측면들은 

Wlre 센서의 위치를 기술하였다. 

실험의 예비분석 결과 

의 하부는 

하부지지대에 

하였다. 지지대의 

에서 

이내이기 

보정하였다. 수위가 최소일 때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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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40rnm 최대범위가 액면요동의 

때문에 센서의 길이 90rnm에 대해 

료￡ 



표 3.1 실험범위 및 측정한 실험자료 수 

실험부 직경 노즐 직경 평균수위 T 。r 그 ‘ E1r-
Data 수 

(mm) (mm) (mm) (0.8-16 .e /s) 

380 38 
890 

480 48 
1090 

본실험 680 58 5 ~τg5-T ET 5000 
1290 

780 78 
1490 

1000 100 

38 
890 

48 
380 1090 

보충설험 58 3 주0'-근r 1200 
480 1290 

78 
1490 

100 

표 3.2 각 실험부에서 Wlre의 상대적 위치(단위: mm) 

앓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중심 

ID 380 10.1 53.8 95.1 134.2 174.0 195.0 229.3 264.8 299.5 340.5 05 

ID 480 10.1 64.7 120.9 176.3 226.0 250.5 290.0 341.0 390.3 442.0 05 

ID 680 11.0 95.0 177.0 256.0 325.0 356.5 425.0 496.0 566.0 641.0 05 

ID 780 11.0 105.0 195.5 285.0 375.5 416.0 495.0 575.0 656.0 740.0 05 

ID 1000 18.0 118.0 228.0 338.0 438.0 488.0 588.0 708.0 833.0 957.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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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소수위 센서 및 센서지지대 (Dy : 780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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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로 span을 설정하고 최대일 때는 o VDC가 되게 설정하여， 수위를 
12구간 나누어 보정하였다. 각 실험부 즉 실험부의 직경이 달라지면 wrre 

지지대가 달라지므로 각 실험부에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과 실험 후에 각 

각 3회씩 센서를 보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전과 실험후에 측 

정한 실험자료로 각각의 wrre 수위계에 대한 실험식을 만들고， 서로 비교 

하여 변화가 있는 Wlre의 실험자료는 분석할 때 제외시켰다. 일곱 번 실험 

부를 바꾸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므로 14번 (1번에 3회) 보정실험을 수행 

하였고， 센서의 수가 한 실험부에 10개이므로 총 140개의 보정용 실험식을 

만들어 보정에 사용하였다. 예로 그림 3.9는 ID380rnrn 실험부인 경우에 

실험전에 측정 보정한 것 중에서 wire #01인 경우이다. 이 그립에서는 수 

위에 따라 센서의 신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평균수 

위 두 경우에 대해 측정한 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센서를 설 

치한 위치에 관계없이 센서의 일정 부위에서는 신호가 동일한 값을 가졌 

다. 

(3) 측정방법 및 오차 

본 실험의 실험순서로는 한 개의 실험부에서 노즐을 5개 교체하고， 

각 노즐마다 수위를 4번 변화시켰다. 다음에는 각 수위마다 유량을 5번 변 

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즉， 이 실험에서는 5x5x4x5 즉， 500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보충실험에서는 2x5x4x3 즉， 120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 

저， 실험부와 그 직경에 맞는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를 보정하였다. 설정한 

노즐직경， 평균수위 및 유량에서 실험부의 출구에 설치된 밸브를 조절하여 

평균수위가 변하지 않는 평형상태를 만들었다. 평형상태가 이루어지는데는 

십 여분에서 한 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실험에서는 10개의 국소수위， 유량， 실험부의 물 온도， 실험부의 평균 

수위를 측정하였다. 국소수위를 측정한 wrre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는 고속 

측정을 위하여 직접 E1401B에 셜치한 HP3413C 계측기에 저장한 다음 차 

후에 수위로 변환시켰다. 센서와 센서간의 측정 시간간격은 10μs 이고， 10 

개의 channel을 측정 저장한 후 다음 측정간격은 3.33ms로 설정하였다. 즉 

’ 
l 



100 

sensor: 0380 b 01 

80 -j 획 Level test no . 
.. 150 
.~ 150 2 
a 150 3 
’‘ 750 

야 
‘> 750 2 

* 750 3 
- Fitting 

“ ...... 
...... 

..c 
D) 

Q) 

I 40 

\ 
-" 

20 

H = 101 .1116 - 36.87043 V + 5 . 61435 년- 0 .37368 、?

0 

0 2 3 4 5 

Volt (V) 

그림 3.9 저항형 국소 수위계 보정자료 및 보정식 

(D380, before test, ch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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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300회를 측정하였고 한번의 실험에서 

평균수위 등 설정용 측정치는 속 

화면으로 처리하였다. 유량 

평균수위는 차압계를 이용하 

수위제어에 사용하였고， 오차 

않았다. 실험분석에서 사용한 

종즉 

그래픽 

사용하였고， 

평균수위는 

사용하지 

한 개의 Wlre 센서에서 

정한 시간은 180초이었다. 유량， 온도 및 

도가 늦은 HP3852 계측기로 측정하여 

측정에는 2.5“ 터바인 유량계를 

여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측정한 

가 높으므로 실험자료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갖도록 평균하여 

온도를 제어하는 

평균수위는 Wlre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위치의 

물의 온도를 열전대로 측정하여 구하였다. 실험부 내부의 

같다. 유량측정에서는 저유량에서 

범위에서는 1%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었 

제작한 

2.5% 다음과 범위는 

데 사용하였다. 

각 측정오차 

최대오차를 고유량 갖고 정도의 

다. 국소수위 

제작방법에 

직경의 오차는 

오차는 :t 2mm 이었다. 노즐직경의 

서지지대 이송장치까지의 오차는 

보였다. 아크릴로 

내경이 

실험부의 

+0.2mm, 노즐에서 

차이를 보였다. 

+lOmm이고， 이보다 적은 

오차는 

많은 

:t 0.8mm 오차를 

따라 

최대 측정에서는 

오차는 직경의 

1000mm인 실험부의 

실험부 

센 

:t0.5mm 이다. 

직경의 

3. 실험결과 

가. 자유액면에서 기포발생 임계조건 

기포 유량에 따라 자유액면에서 

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실험자료 444개를 획득하였다. 기포발생 

및 직경， 노즐직경，평균수위 실험부 

중심에 두 가지 경우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첫 번째는 실험부의 

공기가 물 

은 다음의 

관찰 것이 느
 
」오

 닭
 

앞
 

서 파고가 붕괴 (disruption)되 면서 

이러한 현상으로 기포가 발생되었다. 

물 속으로 들어왔다. 

빨리 일어나는 것 

직경이 적을 때 

작고 노즐의 직경이 

높았다. 실험에서는 기 

더 

L一드르 。 l
-'- 2. _, 

되었다. 유량이 많을 

다음의 경우는 파고가 벽면에 부딪친 후 붕괴되면서 

두 가지 경우로 볼 때 실험범위 내에서는 어느 것이 

구별하기 어려우나 실험부의 직경이 크고 

번째의 현상이 먼저 일어났고， 실험부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가 먼저 발생하는 경향이 

η
 

대부분이 rl 。
/dT 

는
 3 

지
 

-/ 
인
 
는
 



포가 한 두 개 발생하여 물 속에서 떠돌다 사라지고 다시 발생하는 유량 

범위까지 범위까지 측정하였다. 

그림 3.10은 기포가 발생한 실험조건의 자료를 Reynolds 무차원수로 

나타낸 것이다. Reynolds 수는 노즐직경과 노즐에서의 유속으로 계산하였 

다. 각 실험부에서 이 무차원수보다 적으면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그림에서 보면 실험부 직경이 가장 작은 ID380mm 실험부에서 가장 높은 

Reynolds수에서 기포가 발생하였으나 실험부 직경이 줄어들면 임계 

Reynolds수는 감소하다가 ID680mm 실험부에서 최소 임계 Reynolds 수를 

보이고 다시 이 직경이 증가할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Reynolds 수는 약간 

씩 증가한다. 그립 3.1 1에서는 같은 경향을 Reynolds수 대신 Froude 수， 

노즐직경과 평균수위와의 비 및 실험부 직경과 평균수위와의 비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실험부의 직경이 작을수록 이 무차원이 더 낮 

은 값에서 기포가 발생하였다. 여러 무차원수가 기포발생에 미치는 경향들 

을 분석하여 그림 3.12와 같이 기포발생의 임계조건을 한 개의 식으로 기 

술할 수 있는 무차원수를 도출하였다. 이 그림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조건 

은 다음과 같다. 

~- 1/8 D/H 드 0.6209 + 0.113 Ln(감 D/H) (3.1) 

여기에서 

W = ￡렐 
e - (J/D 

F: == 브E7욕τ - --
r - H V pH 

(3.2) 

(3.3) 

여기에서 D는 실험부의 직경 ， dn은 노즐의 직경 ， H는 평균수위 ， v는 

노즐에서의 속도이다. 물리적 특성으로 p는 밀도 6는 표면장력 계수이다. 

액면의 파고는 대략 다른 조건이 같으면 용기의 직경에 비례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잘 기술하는 새로운 무차원수 we을 정의하였다. 이 무차 

원수는 파고가 밭는 중력과 표면장력의 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정의한 

A 
u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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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차원수 감는 평균수위와 노즐을 사용하는 Froude 수에 노즐직 

경과 평균수위의 비를 곱한 형태이다. 

차후 식 (3. 1)에 기술한 임계조건을 기준으로 이 식이 갖는 통계적 확 

률을 구하고， 표면파동의 조건을 이용하여 이론식을 구한 후 비교할 계획 

이다. 

나. 자유액면요동의 진폭과 주기 

액면요동의 진동수와 진폭을 구할 실험자료는 6207R 의 파일에 4622개 

의 wire data를 확보하였다. 측정한 자료가 방대하므로 진동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인 I-DEAS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진동수와 진폭을 분석한 후에 

실험조건으로 통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림 3.13은 실험부 직경 1000rnm, 

노즐직경 38rnm, 평균수위 1488.7rnm, 유량 4.45 Q /sec~ 실험조건에서 10 

개의 wlre 국소수위계에서 측정한 자유액면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을 3 

초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y 축은 진폭을 나타내는 것인데 각각의 위 

치에서의 평균수위를 영으로 설정한 것이다 ..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계적 

으로 처리하여 A = Ao COS(2πt/꺼로 기술하고 진폭 A。와 진동수 f을 분석 

할 예정이다. 

그림 3.14는 위의 실험조건에서 I-DEAS 프로그램으로 주파수 도메인 

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예로 분석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만 보면 중심부 

에서는 0.5Hz 근방에서 최고치가 보였고 0.9Hz와 1.1Hz 근방에서 최대치 

를 보였다. 이 센서 이외에도 중심에 있는 센서는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실험부의 벽면 근방에서는 1.0Hz에서 하나의 최대치를 보였고， 벽면 

근방의 다른 센서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상세한 분석은 모든 실험자 

료의 주파수 분석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5는 신호에서 진폭의 크기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각 Wlre 센 

서에서 진폭의 크기 순서에 따라 진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Wlre 

에서는 처음의 몇 개가 다른 값에 비해 많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이즈 

의 영향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16은 위의 실험조건에서 진폭 A。의 

크기를 보여주고 었다.0.5Hz의 진동수를 고려하여 60초간 실험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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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 
、를-
엔. 
"c 
그 10 
:5 
c. 
E 
‘t 

5 

20 

l k 
r , 

! , : ·‘---‘ 
1 

" 
” 
“‘ ’ 
、 ‘ ‘ ; . 

‘ . 
“ 

‘ ‘ 、 ι ) 

、

、 ‘ . ‘ ‘ -, 
‘ 

‘ 

0 
0 

Upper Amp 

-... • • • 

、 ·、‘ .. 
、 ·‘ ._ ‘ 

‘,_‘ ‘ ... • .‘._. ".",. ‘ -
←듀‘· “‘ ...... _ • • 

• 1 ‘.‘ -‘‘ _. 
• ‘'''' _ -. 

、

‘ .'-.-•~“· 

• ’ .... _ “ 

‘ :‘-
‘.“ 

‘ .. 、 .‘ 

- Ch. 01 
'. Ch.02 

Ch.03 
. Ch. 04 

Ch. 05 
Ch.06 
Ch.07 
Ch.08 

. Ch. 09 
Ch. 10 

' .. 、 :: ~.~ ' ... , .. 
• ‘ • 、“.. 

-._ .. ‘ •.• 
、 .... _-

‘ -‘ ‘ ·‘._ • .... ~ . 
~.- .. . -. .. _ ‘· 

.. ‘ • 
、 _ •. 

20 60 

이
 이 

40 50 10 30 

Order of Peak 

그림 3.15 각 wrre 센서에서 진폭의 크기 순서에 따른 진폭의 변화 



g 
그 
::t:: 
tL 

‘Et 

15 

口 Upper 
。 Lower 
i뇨 Average 

口

口
口

1:::. A 
D 。

o 
口 。 口A
]‘,A,

o φ 

앙 õ g g 
口

D . 
-1 .0 -0 .5 0.0 0.5 1.0 

Relative Position(2R/Dv ) 

그림 3.16 위치에 따른 평균수위 상하 및 평균 자유액면요동의 진폭 
(Dv: 1α뻐nm， dn: 38rnm, H: 1갱8.7mm， Q: 4.45 ~ /s) 

-82-



30개를 최대치들을 크기 순으로 모아 평균한 값이다. 파동에서 평균수위보 

다 높은 봉우리 부분은 Upper로 나타내었으며， 낮은 부분은 Lower로 나 

타내고 Average는 두 값의 평균진폭이다. 실험부의 벽면 쪽에 해당하는 

x-축의 2R/D이 +1 근방에서는 두 값에 차이는 적으나 중심부에서는 

Lower의 값이 약간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액면파동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그림에서 Upper에서의 최대진폭은 11.5rnm 이다. 

그러나 60초간의 측정시간에서 가장 높은 진폭을 보인 것은 17.5rnm이었 

다. 이 그림에서 보면 중앙에 최대 진폭이 형성되고 낮아졌다가 벽면 근방 

에서 다시 높아진다. 이는 벽면 근방에서 주파수의 스펙트럼이 한 개의 주 

파수를 갖는 파형을 형성하므로 요동의 폭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4. 결 론 

자유액면의 요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물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 설치하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자유액면의 요동으로 인하여 기포가 발생 

하는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444개 실험자료를 획득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엄계조건을 기술하는 실험식을 개발하였다. 자유액면의 요동을 분석할 620 

세트의 실험자료를 분석할 준비를 완료하였고 예비분석을 수행하였다. 시 

간 도메인 실험자료에서 보면 진동수와 진폭을 나타내는 분명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분석 결과 주파수는 실험장치 규모에서 대략 0.3Hz에 

서 2Hz의 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 



제 4 절 증기발생기에서 소륨으로의 물 누출 갑지기술 개발 

1. 최소 누출량 검출 특성 측정 

가. Micro leak를 위 한 장치 설 치 

(1) Water mock-up 장치 

그림 4.1과 같이 물 mock-up 실험장치는 SUS304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였고， 용기의 크기 (400 Q )는 높이 2000mm, 지름 500mm, 두께 

10mm이다. 물 펌프는 용기 안쪽의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 

다. 이것은 증기발생기의 순환 조건과 같이 물이 상승하는 것과 똑같이 만 

들기 위함이다. 가스 공급 장치는 낮은 압력 공급 장치와 120kg!cm2의 고압 

공급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용기의 바깥 표면에 길이 5OOmrn, 지름 5mrn인 

음향 가이드를 설치하였다 500mrn 간격으로 음향 가이드 3개를 설치하고， 

음향 센서는 DECI 사의 SE1000-111를 사용하였으며， pre-amplifier가 연결되 

어 있다. 또한 음향 센서는 장착 혹은 탈착이 용이하도록 DECI의 센서 어랩 

터를 사용하였다. Injector ηpe 1은 micro leak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그림 4.1의 우측부에 injecto의 상세모양을 나타내 었다. Inj ector type 2는 

5mrn의 SUS304 판에 직접 뚫어 만든 구멍 형태로써 구멍 (defect) 크기는 

0.253mrn로 제작되었다. 

(2) 소륨 실험장치 설계 

그림 4.2는 소륨 음향 실험장치로 3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Section 1은 소륨 정 제 루프(Sodium Purifying Loop) 이 고， section 2와 

section 3은 음향 누출 감지 실험 루프(Acoustic Leak Detection 

Experimental Loop)로 구분된다. Section 1에는 Cold trap 이 설치되며 소 

륨 실험 전과 후에 반드시 순환하여 정제후 section 1 의 하부에 셜치되는 

소륨 저장조(T1)에 저장되도록 한다. 또 section 1에는 cold trap을 위한께 

blower가 설치되어 있고， 산소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plugging meter를 설치할 예정이다. 가스 충진 전에 공기를 뽑아내기 위 

하여 진공 펌프가 있고， 소륨을 순환시키기 위한 순환 펌프(P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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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륨에서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개발을 위한 소륨 

실험장치 

나.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셋업 

(1) 장치 

그림 4.3은 소륨 냉각방식의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물 누출 사고를 

감지하는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외관 모습이다. 본체 내부의 하드 

왜어의 구성은 SMT31OQ, SMT317, SMT375로 구성되어 있다. SMT317은 

data acquisition 모률， SMT375는 DSP 모률이 며 , SMT310Q는 SMT317과 

SMT375 모률을 장착하는 mother 모률 역할하는 PCI 연결형태의 보드이다. 

본 연구에 사용하는 모률은 모두 SMT310Q 3개， SMT317 3개， SMT3759개 

로 구성되며， SMT310Q에는 1개의 SMT317과 3개의 SMT375 모률이 장착된 

다.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셋업을 위해서 본체의 주변은 음향 센 

서 1개와 음향 센서의 입력을 확인하고 선호를 비교하기 위하여 

üscilloscope(LeCroy 93따A， Quad 2001\1Hz 사용)로 구성하였다. 

그림 4.4는 DSP 장치를 운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의 환경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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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본 실험장치는 window 2000에서 운영되며， DSP를 운전하기 위해선 통 

합 package cj Pegasus를 이 용한다. Pegasus는 DSP 라이 브러 리 및 다중 연 

산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Diamond사의 3L를 사용하며， Pegasus는 

lcomc 언어 형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icon cj block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여 

Microsoft사의 C++ 언어를 사용하여 DLL(Dynamic Link Library)를 만들 수 

있다. 현재의 장치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표준 DSP 라이브러리나 표준 

연산 라이 브러 리 를 제 공하는 Sinectoanalysis를 장착할 수 있고， DSP 장치 의 

최적화( optimization)를 위해서는 GO DSP 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3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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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DSP 분석 시스랩 환경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은 DSP 장치의 셋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SMT

Boardlnfo.exe로 확인 한다. 

그림 4.8은 3L Diamond Server를 작동하여 DSP 환경이 정상적인가 

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정상적으로 셋엽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일 3 

processor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면 DSP 모률이 느슨하게 장착되어 있 

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DSP 모률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4.6은 SMT310Q 모률에서 여러 개의 DSP 하드워l 어 모률 사이 

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툴이며 소프트웨어 툴로써 할 수 없는 DSP 모 

률의 연결은 cable로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그림 4.7은 장착된 모률의 메모리 상태를 점겸한 결과로써， 반드시 이 

확인과정에서 정상으로 작엽되어야 한다. 본 실험장치에는 3개의 

SMT310Q 시스템 모율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어「돼하여 이 시험이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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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5 Digital Signal Processing 장치 의 정 상운 전 점 검 

상태 

그림 4.6 DSP 보드에서 하드웨어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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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SP 보드의 메모리 및 정상상태 시험 과정 

(2) 신경망 블록의 제작 

그림 4.8은 1개의 은닉층이 있는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의 개 

념도이다. 입력층에는 5-32개의 입력이 가능하며， 은닉층에는 3개의 neuron 

으로 연결되며， 출력층에는 3개(혹은 2개)의 neuron으로 구성되었다. Neural 

Network 시스템에 적용되는 역전파(back-propagation) 학습 알고리즘은 다 

음과같다. 

Step 1 : lniti려 weights and counter 

V, W < - small random value 

p < - number of training pattem p머rs 

k <- 1 

E <- 0 

Step 2 : Set 1않ming rate a(>이 and Ernax 

Step 3 : For each training pattem p머r (X, d) 

do Step 4-8 until 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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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Compute output 

NETz=XKU￡ 

1- exp( - NETz) 
z = f(NETz) = 1 _L ~ •• ~ ( _ 1\ TD 'T' \ or - l+exp(-NETz) V< l+exp(-NETz) 

unipolor sigmoid bipolor sigmoid 

NETy=zw T 

y=fNETy) = ------l 
l 十 exp( -NETy) 

unipolor sigmoid 

Step 5 : Compute output eπor 

E • 융(dk - y씨2+E 

Step 6 : Compute error signal 

or 
l- exp( - NETy) 
1 + exp( - NETy) 

bipolor sigmoid 

8y = (d- y)y(1- y) or 웅(d- 끼 (1 -i) 

unipolor sigmoid bipolor sigmoid 

8z=z(1 -z) 흙8y w or 융(1- Z2) 활y ω 

unipolor sigmoid bipolor sigmoid 

Step 7 : U며ate weights 

k+l _ _ ._k I A_ .. k _.k 
W

,.T. = wK + L1w K = ω 十 a 6y Zk 

k+l .. k I A.k k 
V

KT

' = vK + L1vf<= v 十 a6zXk

Step 8 : Increase counter and goto Step 3 

k • k+l 

Step 9 : Test stop condition 

If E< E max , stop 

else, E • o and goto Step 3 

그림 4.9는 1층 은닉층이 있는 다층 신경망을 Pegasus에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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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될 블록 다이아그램의 블록의 형태를 보여준다. 현재 블록을 제 

작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할 예정이 

다. 완전한 블록으로써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차후에 해결할 예정이나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 

다. 

bias 

,,1 

,,2 

x3 

,,4 

,,5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 

Y 

Desired value 

그림 4.8 1층 은닉층(hidden layer) 이 있는 다층 

신경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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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xl 

x2 

x3 

x4 

x5 

Block Diagram 
(NN algorithm) 

1. saving ofweight value (v, w) 
2. selection of activation function 
3.a이ust learning rate 
4. adjust momentum value 
5. adjust initial weight value 
6. adjust bias (input layer, hidden layer) 

Selection 
Trainning/discrimination I Threshold 

Desired values 

Y 
yes; 1 
no;O 

Display 
- weight value 
- learning rate 

그림 4.9 1층 은닉층이 있는 다층 신경망을 Pegasu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블록 다이아그램 

그림 4.10은 다층 신경망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NeuroSolution 

소프트웨 어 를 이 용하였다.2개 의 은닉 층을 이 용한 multi -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의 시험결과 아주 효과적으로 판별이 되어짐을 확인하였 

고， 이 결과에 따라 음향 누출 감시 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neural 

network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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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다층 신경망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시험 

다.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의 검출 성능 확인 

(1) 분석 장치 제작 

그림 4.11은 1채널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FFT 분석이 가능한 

Pegasus의 작업 시트를 나타내었다[4.1]. 이 작업 시트 안에는 SMT317 

Input Demux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에서 출력 수를 제어할 수 있다. 현 

재의 작업 시트에서는 1채널을 선택하고 1개의 출력단에 데이터 수집 창 

과 FFT 분석 창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SMT317 Input Demux 블록은 8 

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출력 채널의 수가 증가할수록 sampling 

rate의 값이 줄어든다. 최대 sampling rate는 1175KHz 이지만 사용 채널 

이 증가하여 8 채널까지 증가할 경우 sampling rate는 587.00kHz, 

39 1. 67kHz , 293.00kHz, 195.83kHz, 167.86kHz, 146.88kHz, 130.56kHz로 변 

화되는데， 이는 내부 클럭 (clock)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력 수가 증가 

하면 할수록 스켄되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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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의 sampling rate 계산은 다음으로 정의하였다. 

18.8 ADC clock frequecny (MHz) = (Divider μ 

A DC clock freaμencv Sampling frequecηy( rate) = 16 

여 기 서 Divider value~ clock divider 수가 문제 인 데 8채 널 사용시 

divider value를 4로 하는 것이 over run되지 않고 원활히 시스템이 운전 

되었다. Divider value가 작을수록 sampling 값이 커서 좋으나 채널이 증 

가하면 over run 되어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 채널 수에 

따라 적절한 divider value를 정하는 게 중요하였다. 

그림 4.12는 2채널을 위한 FFT 분석이 가능한 Pegasus의 작업 시트 

이다. 이 작업 시트 안에는 2채널 전용의 SMT317 Demux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블록은 2채널만 사용할 때 약 1.2MHz의 sampling rate에서 FFT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실제 1MHz 신호를 입력하고 FFT 분석하 

였을 때， 1MHz의 신호가 FFT 분석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2채널의 분석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실제 음향 누출 감시 장치 개발에서 전체적 

인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이 추가되면 sampling rate에 얼마간의 영향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험결과는 없다. 추후에 전체 시 

스템이 구성되면 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4.13은 4채널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FFT 분석이 가능한 

Pegasus의 작업 시트이며， 이외에 8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도 제작 

되었다.4채널 데이터 수집과 FFT 분석은 1채널 데이터 수집과 FFT 분 

석의 Pegasus의 작업 시트방식과 같고， SMT317 Input Demux에서 출력 

을 4개로 선택하여 데이터 수집과 FFT 분석 기능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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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1채널 신호 수집 및 FFT 분석이 가능 한 Pegasus의 작 

업 시트 

그림 4.12 2채널 신호를 FFT 분석이 가능한 Pegasus의 작업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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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4채널 신호 수집 및 FFT 분석이 가능한 Pegasus의 작업 
시트 

(2) 분석 장치의 성능 시험 

그림 4.14는 1채널의 DSP에 의한 FFT 분석을 보여준다. 

그림 4.15는 2채널의 DSP에 의한 FFT 분석을 보여준다. 

그림 4.16은 4채널의 DSP에 의한 FFT 분석을 보여준다. 

각 채 널에 대 한 100kHz, 200kHz, 500kHz, 1000kHz의 선호를 입 력 하 

였을 때 DSP에 의해서 자료 수집 및 FFT 분석하여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는 원활하게 작동 및 성능을 나타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일 혹 

은 2일 동안 연속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에 여 

러 가지 변수 입 력 조건이 있으며 이 런 설치 및 변수 입 력 이 운전 및 신 

호 입력 즉 sampling rate가 적절하게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 

게 된다. 사전에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97-



그림 4.14 1채널 신호 수집 및 DSP에 의한 FFT 분 

석 판넬의 작동 상태 

맏꽉.u뷰팎맺. "'~--'_r ... 

그림 4.15 2채널 신호 수집 및 DSP에 의한 FFT 분석 

판넬의 작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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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4채널 신호 수집 및 DSP에 의한 FFT 분석 판넬의 작동 상 
태 

2. 누출량 검출 정밀도 특성 측정 

가. 배경소음 영향 분석 

그림 4.17은 배경 소음 및 누출 소음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판넬로 

분석은 RMS , Zero crossing, FFT, 1/3 octave band analyzer를 수행중에 

있다. 

RMS=댐활 

위의 분석들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bubble 생성시 발생된 frequency가 다른 

bubble에 의해서 생성되는 frequency를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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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에 대한 정량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림 4.17 소륨-물반웅 음향 신호 분석 판넬 

그림 4.18은 누출량 0.005g/sec의 누출시 소륨-물 반응에 대한 음향 

선호이다. 약 9초 부근에서 전기적 노이즈가 들어간 상태로 전기적 노이즈 

는 노이즈 필터를 사용하여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그림 4.19는 누출량 0.03g/sec의 누출시 소륨-물 반웅에 대한 음향 신 

호이다. 약 2초 부근에서 전기적 노이즈가 들어간 상태이며， 그림 4.19의 

중간은 전기적 노이즈만 확대한 것으로 전기적 노이즈는 노이즈 필터를 

사용하여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그림 4.19의 아래는 초기 물 누출시의 음 

향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4.20은 누출량 0.08g/sec의 누출시 소륨-물 반응에 대한 음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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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량 4.21은 그림 

음향 신호이다.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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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 정밀도 분석 

그 림 4.22, 그 림 4.23, 그 림 4.24, 그 림 4.25는 O.005g/sec, O.03g/sec, 

O.08g/sec, O.183g/sec에서의 일정 구간에서 O.03sec 간격으로 FFT 분석한 

결과이며， 표 4.1은 누출량 증가에 따른 pe따<: frequency의 표준 편차 및 

평균값에 대한 분포도 값이다. 표 4.2는 분석 결과에서 pe밟 frequency를 

나타낸 것으로， O.005g/ sec에서 누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pe밟 frequency의 

표준편차 값이 점점 커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O.08g/sec에서 O.183g/sec에 

서 pe빼 frequency의 표준편차 값이 작게 나타나， 보다 일정하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누출이 증가하면 bubbling이 작게 깨어지면서 

peak frequency의 값이 변동하다가 jetting 모드로 변하면서 bubble의 크 

기가 커지는 현상으로 해석된다.[4.2] 

다.결언 

이번 실험과 계산 결과는 소륨 냉각 방식의 액체금속로 증기 발생기 

에서 - 19/s의 소규모 누출을 감시할 수 있는 음향 누출 감시 장치인 소 

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장치 (SLADS)를 설계하고 물 누출 음향 감지 기술 

을 개발하는데 있다. DSP(Digital Signal Processing)에 의한 SLADS의 

개발에 있어서 DSP에 대한 운영 경험이 아직 국내에서 부족하여 많은 어 

려운 점이 있다. 이번 장치의 셋업에서 DSP 모률과 함께 1채널， 2채널， 4 

채널의 데이터 수집 및 FFT 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SLADS 개발에 필요한 water mock-up 설비의 보완이 이루어졌 

으며， 음향 감시 장치의 개발에 필요한 음향 소음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배경 소음 하에서의 음향 소음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음향 누출 소음 검출 개발은 무엇보다도 음 

향 누출 소음 검출 측정의 민감도， 응답성， 신뢰성이 좋은 누출 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음향 특성 인자를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 

하여 neural network에 의 한 누출 소음 감지 기 술이 활용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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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누출량 증가에 따른 pe밟 frequency의 표준편차와 평균 

값의 변화 

누출량 

O.OO5g/sec 

0.03g/sec 

0.08g/sec 

O.l83g/sec 

!뀔]」;;;;4 i싫관여 

i않츄，..듀 l월나나 
'L에ç...__._τ-; l :μ우π」 
，t딸τ ______ ' :L파τ」 
l월斗니 ， :파댁 

1 :펴듀;;4 l -월섭감 
i:나관구."↓ i :싫뷰구1 

Standard Deviation 

223.47474 

379.21또5 

466.15319 

190.3잃32 

{월뷰되i월듀:L;L4 
i r폭넌」 i싫뷰L 
i뀔」듀되 I~과듀」 
i또싼딛」 ii나」:4 
l월상듀→ a파꾀그 
t i파뷰L;;;↓ i :싫」」 

!iL꼬듀;; i ’궐두L늬 

Mean value 

1281.잃56 

1277.71481 

1285.17672 

1101.앉뼈7 

， iμ넌넌 l또샘큐L 

'L싼유넌 i월μ」L↓ 
l뇨F상τ; 

그림 4.22 O.OO5g/sec의 소륨-물반웅 음향 신호의 FFT 분석 결과 

li많￥f; i·많뺀딛 

l많경씬-:1 l니맥」→」 

|뚫“ l ;많팍 

l i패한작 |뚫한-누4 
| 1펴 듀 !E앓휴」;」4 
l많뷰;F l파μ누」 
， ~c환μ」 | :많사넌 

|띨싶과 I뚫딜j 
l :싫흙Ll i 팩':.-，.-냐 

l꾀딱:J I찮만」i 
l싫흙파 lE鎭듀」 

I ~뀔때누J | 5꿇센
'l꽤섣___j l끓휴듀;
!많L;누」 !짧씩」L 

l파휴」|;많싹넌 

1 :펴완뷰 i i책L」 
ItLJ 

그림 4.23 O.03g/sec의 소륨-물반웅 음향 신호의 FF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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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패꿇은:」 i뀔싹늑-↓ 
I ~꽤-판rr; i :내싹~ 

f꽤뺀싹r- ! ‘꽤쉰---=--

lE째훤삼iJ패l뺀-=-----
I:i쐐괜낭→ i괜낸싼- -
IE따폐=」 |鋼뺀양- -
|해P꼬누;; i:썩J렌→ 

l책&rri i파용------
i때숲;;;;;;;;i l樞1;~--=--1

i패씌늬 i펴싹;;;L 

i繼]l듣樞흙
!축듀숙Lii遊」휴 
1 파샌수4 IE패싣;;;;LL; 

I ~파싼;」 i많」→ 

I ~ 1繼휴」iiL그↓ 
!짧듀걱 l :짧직 
lfμ뷰」 

그림 4.24 O.08g/sec의 소륨-물반웅 음향 신호의 FFT 분석 결과 

i 값멜‘.，.-τ-- i E왜상.....---. 
‘;싸-==---→ l :값빡~ 
l ~니현듀」 i랜싹1’‘- -

I ~싫듀누; t E펴틀고. 

I ~꽤』‘ Î펴ι--
l i빼t꾀 !淑~

!를꽤낭?↓ l많남- -

i聽두」 i많μ듀; 
|파*뜬냐 i E쾌상~~，_ 
{며파 」」 l〓뷰듀 

l뚫두고 lE鎭] 

|훨鎭그각|遊츄」 
i끓ι치i짧판단 
!꽤꽉」;i i E꿇원누-;. 

!찮획김|rLP L ;l 
l렐꽉_J I책탄그」」 
i꿇꿇누;i 

그림 4.25 O.183g/sec의 소륨-물반웅 음향 신호의 FF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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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누출량 변화에 따른 pe밟의 frequency 결과 

0.00없/sec O.03g/sec O.얘g/sec 0.1 없g/sec 

Time(sec) 
Frequα‘ency 

Time(sec) 
Frquency 

1ime(sec) 
Frequency 

1ime(sec) 
Frequecny 

(Hz) (Hz) (Hz) (Hz) 

4.떠 1Z건D.703 5.03 1806.641 3.03 1538.086 3.03 1171.875 
4.06 1171.875 5.06 878.9063 3.06 1757.813 3.06 1147.461 
4.09 1171.875 5.09 610.3516 3.09 1757.813 3.09 1123.047 
4.12 1440.43 5.12 1684.57 3.12 1733.898 3.12 1123.047 
4.15 1782.227 5.15 1171.875 3.15 17감.813 3.15 1123.여7 

4.18 1757.813 5.18 1171.875 3.18 1562.5 3.18 1416.016 
4.21 1147.461 5.21 1049.805 3.21 1806.641 3.21 1171.875 
4.24 1147.461 5.24 없3.5938 3.24 2172.852 3.24 1171.875 
4.27 1318.859 5.27 η33.898 3.27 2026.867 3.27 1098.633 
4.3 976.당>25 5.3 1147.461 3.3 415.않91 3.3 1123.047 
4.33 1357.188 5.33 1025.891 3.33 1049.805 3.33 1147.461 
4.36 1147.461 5.36 1 앉ìO.l56 3.36 878.9063 3.36 1123.047 
4.39 756.없59 5.39 1얘9.258 3.39 1684.57 3.39 1147.461 
4.42 1147.461 5.42 1635.7양 3.42 17없.227 3.42 1147.461 
4.45 1220.7떠 5.45 17없.227 3.45 1708.984 3.45 1잃3.명5 

4.48 1025.891 5.48 1171.875 3.48 1αXl9π 3.48 1123.047 
4.51 952.1쟁4 5.51 1782.227 3.51 1171.875 3.51 1293.여5 

4.54 17，없.227 5.54 1171.875 3.54 1782.227 3.54 1α]α977 

4.57 1명2.773 5.57 1782.227 3.57 1171.875 3.57 1αJO.9η 

4.6 1367.188 5.6 1171.875 3.6 1074.219 3.6 1074.219 
4.63 1αJO.9π 5.63 1782.227 3.63 없3.5938 3.63 1123.047 
4.66 1342.773 5.66 878.9063 3.66 1098.633 3.66 1025.8~1 
4.69 .1196.289 5.69 1757.813 3.69 610.3516 3.69 1123.047 
4.72 1171.875 5.72 903.3203 3.72 1098.없3 3.72 1147.461 
4.75 1416.016 5.75 1171.875 3.75 1025.891 3.75 1123.047 
4.78 1342η3 5.78 878.9063 3.78 1025.891 3.78 1147.461 
4.81 1367.188 5.81 1416.016 3.81 1049.805 3.81 415.0391 
4.84 1367.188 5.84 1α)8.없3 3.84 1025.891 3.84 439.4531 
4.87 1342.773 5.87 1171.875 3.87 1684.57 3.87 1123.047 
4.9 1391.602 5.9 878.9063 3.9 1049.805 3.9 1147.461 

4.93 1367.188 5.93 708.0078 3.93 1025.891 3.93 1171.875 
4.96 1391 .602 5.96 17앓.898 3.96 585.9375 3.96 1147.461 
4.99 1367.188 5.99 1171 .875 3.99 610.3516 3.99 119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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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Z-l 
-, 。랴O

 

。
π
 

"01 
^ 5 절 차압 제 

특정 q_l 

^ 측정원리 기술의 ~2J:드츠:A::} 
" -0 --, 。1. 국내 · 외 

유량측정과 폐수로(관 크게 개수로 상태에 따라 관로 은
 

저
。
 

츠
 
「유량의 

측정하는데， 폐수로 즉 관로 유동의 경우 유동 로) 유량측정으로 구분하여 

중간류 flow) , 난류 (Turbulent flow)와 층류(Laminar 따라 형태에 

측정 방식 

시간동안 

직접 

임의의 

따라서는 

측정 방식이란 

측정방식에 

직접 

있다 

구분하는데， 

구분하고 (Transition zone) 로 

측정 방식으로 과 간접 

측정 방식이란 입의의 측정하는 방식이고， 간접 흐르는 체적량을 계량하여 

벼 ._ 동의 유속， 전기적인 양 이용한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유량의 상관관계를 통과하는 

화를 검출하여 

단면적을 

가. 차압 유량계 

방법이며， 일반적인 가장 방법중 느
 」

하
 

셔
。
 

츠
 「

。-E 랴
。
 

。

π
 

차압유량계는 

이용하는 

이들을 이용하여 차압 또는 수두를 읽어 유체방정식인 베르누이 

적용하여 유속을 구한뒤 유량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이다. 

Restriction element를 둥과 같은 Venturies, nozzles Orifices나 

방법으로 

방정식에 

(5-3-1) 

(5-3-2) 

+ H L 1-2 ' Bemoulli equatíon 
Ul2 

2g 

π 좋 , Contínues equatíon 

+ 
P2 

y + 

Uj = 

P1 

y 

있다 유량을 구할 수 두 식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5-3-3) - 2gHLI _2 r(P품) Az 
i 

[1- (A21 Aj)2] 2 
U2

• A 2 = Q2 = Ql 

단면1， 2에서의 압력 

단변 1 ， 2에서의 평균유속 

-107-

P j , P2 

U2 U1, 

여기에서， 



p , g , r : 각각 밀도， 중력가속도， 비중량 

Al' A 2 : 단면1， 2에서의 면적 

Ql , Q2 단면1， 2에서의 유량 

I Control 
i "얘o이1\씨‘uωum 

〔떠D\ 

p 、 P2 

Vena contracta 
streamlines 

그림 5.1 기본적인 차압유량계의 단면 

차압유량계의 경우 검출요소는 차압이며， 측정신호와 유량의 관계는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측정 정확도는 대략 +2% 정도이다. 주요 측 

정 유체로는 액체， 기체， 증기 모두 측정가능하다. 사용온도는 40
0

C 에서 

650 0C 정도이며， 사용압력이 보통 40MPa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측정 

방식은 압력손실이 크고， 상류의 경우 직경의 10에서 62배의 직관부가 필 

요하며， 하류는 5에서 7배의 직관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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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Flow nozzles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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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Orifice meter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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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Venturi meter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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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 유 량계 (Electro-magnetic type) 

임의 

이러한 발 

유체가 

주위에 기전력을 발생하는데 

유량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전도성 법칙에서 Faraday의 

경우 코일 

측정원리는 

속도를 가지고 흐를 

생정도를 계측하여 

유량계의 전자 

의 

(5-3-4) U x B.D E= 

(5-3-5) A 
:..~ . E 
BD 

E ::r-. . A = BD U x A = Q= 

Q = Flow rate 여기에서， 

E = Induced voltage 

B = Strength of the magnetic field 

D = Conductor width (Diameter) 

아
 

따
 

때
 

e m 
”
.
아
 

V
“ 

·n 
￠
 

,H 

적
 

V 

면
 

----U 

A 

관계는 유 

정도 +1% 

기전력이고， 측정신호와 유량의 

에서 +0.5% 대략 

측정할 수 

정확도는 

전도성 액체를 

비례하며， 일반적으로 측정 

이다. 주요 측정 

전자 유량계의 검출요소는 

량에 

있고， 일반적으로 사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 고온에서 

정도이며， 측정상의 압력손실은 

180.C 정도이나 

약 

유체로는 

-10.C 에서 

사용압력은 

용하는 

사용가능하다. 

도
 

온
 

40MPa 도 

5배정도， 하류 

고가에 제작 가능하 

있어서 상류에 직경의 

에 직경의 3배정도의 직관부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없다. 하지만 측정기 전 · 후에 거의 

HSULATED 
f'IPE~ 

El.ECTROOE SIGNM. 

VOLTAGE(티 -

ElECTROOES 

MAGtET1C FELD (8) 
R.ClW 
VELOCITY (V) E=B*V*D 

-뺏P판뀔한줬爛NT } 

다. 

그림 5.5 전자 유량계의 원리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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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와류 유량계 (Vortex shedding type) 

와류 유량계의 측정원리는 유체가 흐르는 관로 중앙에 Strouhal 

number에 따른 Shedder를 두어 Shedder끝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와류로 

인한 Shedder의 진동수를 측정하여 유량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St = 띔 
Q = Kl ω 

여기에서 ， Kl = """A:따ξ 
1 - 4(S에 

St : Strouhal number 

ω : Shedding 주파수 

Q : Flow rate 

U: 평균유속 

d : Shedder의 교차 단면 길 이 

(5-3-6) 

(5-3-7) 

와류 유량계의 검출요소는 소용돌이 발생에 따른 Shedder의 진동수이 

고， 측정신호와 유량과의 관계는 유량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측정 정확 

도는 ::t l%에서 ::t 3% 정도이고 주요 측정 유체는 액체， 기체， 증기를 측 

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용온도는 -200
0

C 에서 420
0

C 정도이고， 사용압력 

은 대략 20MPa 정도이며， 압력손실이 비교적 적다. 또한 Shedder를 전 · 

후로 상류에 직경의 10배， 하류에 직경의 5배 정도의 직관부가 필요하며， 

제작가격은 상대적으로 보통정도이다. 

/ 

‘ ...... ‘ i Cf'‘’‘ ’‘~C \';nrø>>. .~lAla 
|‘ 101 ..... '10에'u 
Pllt“l1C ‘ 'F‘’ 

q늘~ -~ 
P~BSi.I);~. :.:1> 

"'0>;“, I'Q .. T 

‘혹 촬~ 
§a6;‘ a ’8‘T h 1“", 100" 

그림 5.6 와류유량계의 원리도 및 Shedder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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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적 유량계 (Rotameter， V따iable area type) 

면적 유량계의 측정 원리는 삼각기둥 모양의 투명한 관속에 그림 5.7 

과 같은 삼각 추가 있어 유체의 흐름에 따른 Velocity force와 추의 

Weight force의 균형을 이루는 위치를 정량화하여 유량을 유추하는 방법 

이다. 

LFy = - F D + W - F B = 0 

융 CD P Tf A x = 따Pb-P)Vb 
Q = [꺼a(Y) = I CvKdl/2A a(y) 

F D = 융 CD P 강2AX 

W = Pb V b , F B = P V b 

여 기 에 서 , P b : Density of float 

P : Density of fluid 

CD : Drag coef. of the float ( CD = j(Re) ) 

Ax Tube cross-sectional area 

U : A verage velocity past the float 

Vb : V olume of float 

(5-3-8) 

(5-3-9) 

(5-3-10) 

(5-3-11) 

(5-3-12) 

면적 유량계의 검출요소는 플로트의 위치가 되며， 측정신호와 유량과 

의 관계는 유량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측정 정확도는 +1% 에서 +2% 

정도이고， 주요 측정 유체로는 액체， 기체， 증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 

인 사용온도는 -200
0

C 에서 450
0

C 정도이고， 사용압력은 대략 60MPa 정도 

이며， 압력손실이 비교적 적다. 또한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직관부가 필요 

없으며 상대적으로 저가형이다. 

A~{_，，: 

Q 

'Iow 

그림 5.7 면적 유량계의 원리도 및 적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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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터 빈 유 량계 (Turbine meter) 

터빈 유량계의 측정원리는 유동관내의 중심부에 Magnet에 의해 자 

화가 된 Rotor가 유체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면 Pickup coil부에서 회전에 

따른 펄스를 

는 방법이다. 

_Q_ 
T}D3 

감지하여 이를 다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유량을 유추하 

f (펀:) (5-3-13) 

여기에서， Q: Flow rate 

η : Rotor angular velocity 

11 : Fluid viscosity 

etc Dimensionless analysis of parameters 

터빈 유량계의 검출요소는 Rotor의 회전수이며， 측정신호와 유량과의 

관계는 유량에 비례한다. 일반적인 측정 정확도는 +0.2% 에서 +0.5% 정 

도이고， 주요 측정 유체는 액체와 기체이다. 사용온도는 일반적으로 -25 

ooc 에서 500 0C 정도이며， 사용압력은 대략 10MPa 정도이다. 중심부의 

Rotor의 회전저항에 따라 압력손실은 크며， 측정 부의 상류에 관직경의 10 

에서 62배 정도의 직관부가 필요하고， 하류에 5배에서 7배 정도의 직관부 

가 필요하며， 제작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방법에 비해 보통정도이다 . 

• “ ... ‘ .'A1D ... “ ‘-

w -}「r--r--7껴-… T 
... _ ...J_ 아 -，_ --- ~--‘r--.. - ‘

~ ... ’ ‘ Iι \. / I ‘-‘ .... _- --,‘j _ _ ..l. 
a‘~ -，ν 

그림 5.8 터빈 유량계의 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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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적 식 유 량계 (Positive displacement meter) 

용적식 유량계의 측정원리는 유체를 일정한 양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정해진 용적을 갖는 Banes, Gears, Pistons, Diaphragms등의 기계요소들 

이 작동할 때 요소들로부터 운반되는 유체의 체적이 일정하게 정해지므로 

이러한 요소들의 일정시간내에서 반복하는 횟수를 Counting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용적형 유량계의 검출요소는 여러 가지 기계요소들의 일정 

용적과 출력의 수 가 되며， 측정신호와 유량과의 관계는 유량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측정 정확도는 +0.2%에서 +0.5%정도이고， 주요 측정 유체는 

액체와 기체가 된다. 사용온도는 보통 -30
0

C 에서 300
0

C 정도이고， 사용 압 

력은 대략 10MPa 정도이다. 유체의 유동에 따른 에너지의 일부가 기계요 

소의 회전 또는 왕복에너지로 소실되어 압력손실이 크나， 측정부분에 직관 

이 필요하지 않고， 제작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 

B c i 

‘ 

그림 5.9 용적식 유량계의 원리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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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열식 질 량 유량계 (Thermal masss flowmeter) 

열식 질량 유량계의 측정원리는 동근는 유체의 열전도 효과를 이용 

하여 열교환이 일어나느 양단의 온도를 측정하여 공급된 열량과 발열된 

열량이 등가가 됨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E = m Cp L1 T 

여기에서， Ê: 공급된 열량률 

m 유체의 질량 유량 

Cp : 유체의 비열 

L1 T : 양단의 온도차 

(5-3-14) 

열식 질량 유량계의 검출 요소는 양단의 온도차와 공급 열량이다. 측 

정신호와 유량과의 관계는 유량에 비례하며， 일반적인 측정 정확도는 ± 

0.5%에서 +5%정도이다. 주요 측정 유체는 깨끗한 기체를 주로 사용하며， 

사용온도는 350
0

C 정도이고， 사용압력은 대략 40MPa 정도이다. 압력손실은 

다른 유량계 방식과 비교해 중간정도이고， 필요 직관부는 상류에 스로트 

폭의 10배 정도이며， 상대적인 제작가격은 보통이다. 

,T, 

"i 

... 
그림 5.10 열식 질량 유량계의 측정 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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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코리올리스 유량계 (Coriolis flowmeter) 

코리올리스 유량계의 측정원리는 Coriolis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곡 

관을 가진 할 수 있는 Driver exciting tubes를 두고 곡관에 유체를 흐르 

게 하면 Coriolis 효과로 인해 그림 5.1 1처럼 유동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Coriolis force가 작용하여 Tube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움직임을 전 

자기 장치를 통해서 변위를 검출하여 유량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다. 

쩍를했 x뚫록핵 
_..... 、_- ~ RR:lS llflU:l'.:J,1D 

ni>>1VItE _RIκ .. m:n.-1UIE 

잉:ziIT뿔짧잃옳짧1U'~ 

‘’ .. ... ... 

‘.... .... ‘·‘ 

Driver exciti ng 
tubes apart 

그림 5.11 Coriolis 유량계의 측정원리도 및 적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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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계 (Ultrasonic flowmeter)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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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체를 

전기적 

중간에 

유량계 (Target flowmeter) 

측정원리는 유체가 흐르는 관로의 

때 저항체의 형상에 따라 작용하는 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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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유속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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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압력측정 기술의 측정원리 및 특징 

가. 액주식 압력계 

액주식 압력계에 의한 측정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방법으로서 관 

내부에 액체를 충진시키고 미지의 압력이 가해질 때 측정하고자 하는 압 

력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액주의 무게가 평형을 이루는 액체의 위치를 계 

측하여 액주의 높이로부터 압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액주식 압력계의 장점으로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구조적인 오차의 발생이 적으며， 고장이 적다. 또한 적확성이 높 

아 1차 표준기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 온도 영향에 민감하고， 액 

체와 관벽의 오염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며， 측정범위에 제약이 있다. 액주 

형에 쓰이는 봉입액의 조건은 온도에 따른 밀도의 변화가 작으며， 모세관 

현상 및 표면장력이 작아야 하며， 점성이 낮아야 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하 

며， 휘발성이 작아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점으로는 측정시 수평 및 수직을 잘 맞추어 측정해야 

하며， 모세관 내부는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또한 봉입액은 고순도의 깨끗 

한 것을 사용하며， 액주의 진동을 방지해야 한다. 액주의 보정은 온도에 

따른 보정과 중력에 따른 보정， 모세관 현상에 따른 보정을 해야 한다. 

(1) U자관형 압력 계 (U - Tube manometer) 

U자관형 압력계는 상대압， 차압， 진공도 등을 측정하거나 지시할 때 

사용된다. 사용범위는 대략 5 - 2,000 mmHzO(or Hg)에서 사용되며， 정 

확도는 +0.1 mmHzO(or Hg)가 된다 

(2) 단관형 압력 계 (Cistem manometer) 

단관형 압력계는 상대압 차압 진공도 등을 측정하거나 지시할 때 사 

용된다. 사용범위는 대략 5-2,000 mmHzO(or Hg)에서 사용되며， 정확도 

는 +0.1 mmHzO(or Hg)가 된다. 

(3) 경 사관형 압력 계 (Inclined ma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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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관형 압력계는 상대압， Draft 압력， 미압 등을 측정하거나 지시 

할 때 사용된다. 사용범위는 대략 1-500 rrunH20(or Hg)에서 사용되며， 

정 확도는 +0.1 rrunH20(or Hg)가 된다. 

나. 탄성형 압력계 

탄성형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외력에 비례하는 변위를 발생하는 탄성 

법칙을 이용하여 외압에 대해 수압부를 탄성소자로 하여 압력이 가해질 

때 탄성범위에서 단위 압력당의 변형량을 아는 상태에서 대응되는 변형량 

만을 측정함으로서 압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탄성형 방식의 압 

력계는 취급이 간단하여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일반적인 압력 

측정에 사용되는 2차 압력계로 정기적인 계기의 교정이 필요하며， 탄성영 

역에서 외력에 대해 정비례하는 수압소자를 얻기가 어렵다. 

탄성형 압력계의 종류로는 Bourdon tube type 압력계와 Diaphragm 

type 압력계， Bellows type 압력계， 격막식 압력계 등이 있다. 

탄성형 압력계의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탄성형 압력계의 장점 

- 구조가 간단하다. 

- 광범위한 압력측정 범위를 갖는다. 

- 가격이 저렴하다. 

- 압력스위치로 사용가능하다. 

- 전기적인 시스템으로 사용가능하다. 

※ 탄성형 압력계의 단점 

- 설치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 기계적 마찰에 의한 오차가 발생한다. 

- 응답속도가 느리다. 

- Hysteresis 오차가 발생 한다. 

- Creep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 

- 경년변화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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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변화에 따른 탄성계수의 오차가 발생한다 

(1) Bourdon tube type 압 력 계 

Bourdon tube type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압력계 링크 구조의 선형 

변위가 동축으로 연결된 지점의 위치를 변위시켜 눈금판 상의 지시치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 압력계는 단면 형상에 따라 C형 압력계， Spiral형 압력계， Helical 

형 압력계， Torque tube형 압력계 동으로 구분된다. 

압력계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광범위 

한 압력측정 범위를 가지며， 가격이 저렴하고， 압력 스위치로 사용 가능하 

며， 전기적인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설치공간에 대 

한 제약이 따르고， 기계적 마찰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며， 응답속도가 느린 

편 이 고， Hysteresis 오차가 발생 한다. 

용도로는 상대압과 진공도， 절대압등의 측정 및 지시에 사용되며， 압 

력 스위치류로 사용된다. 

빼
 

1 

(c)Helical (d) Twist@d 

j 
_ Li nkage 

Arm 

그림 5.14 Bourdon tube type 압력계의 구조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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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aphragm type 압력 계 

Diaphragm type의 측정원리는 환산형 주위단과 동일 평면을 이루고 

있는 앓은 막의 형태에 압력이 가해지면 수직방향으로 팽창 수축하는데 

이를 지시계로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Flat type 압력계와 Corrugated type 압력계， 

Capsule type 압 력 계 등 이 있 다 

장단점으로는 먼저 장점으로 수압부가 넓어 감도가 높아 저압측정이 

용이하는 것이고， 가압부의 크기 조정이 용이하며， 고점도 액체 및 고형물 

질을 함유한 압력측정에 용이하고， 막이 비금속 재질일 경우 내식성 재질 

선택이 용이하며， 금속재질일 경우 코팅과 같은 내식 표면 처리가 용이하 

다. 막의 고유진동수가 높아 웅답이 빠르고， 상이한 액체사이 격막 역할 

및 소자 기능과 전기적 변환부를 사용하여 전기적 출력이 가능하다. 반면 

에 단점으로는 타 소자에 비해 변위가 작아 확대기구 필요하고， 히스테리 

시스 및 Creep 현상이 크다. 

FL홈T 

f 
p 

CORRUGATED 
/ 

그림 5.15 Diaphragm type 압력계 구조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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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llows type 압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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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 된다. 비는 1.3 니켈등이 있으며， 내 · 외경 

S-type과 따라 모양등에 깊이， 렘
 

주
 

’ 압력계는 type Bellows 

고압용과 U-type의 저 압용으로 구분된다. C-type의 

비해 구조상 동일한 압력에서 타소자에 먼저 장점으로 장단점으로는 

I二

I 
버 --, Bellows의 것이고， 반면 용이하다는 아주 변위가 커서 저압측정에 

있다. 경우 강성도는 증가하나 선형성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께가 클 

미소압력측정， 차압 측정， 절대압 사용 용도로는 이 방식의 압력계의 

c 
-0 소자 계기의 회로 공기식 사용되고， 압력변환기와 측정， 대기압측정에 

으로 사용된다. 

Pinion 

Spring Bellows 

鋼빼
 

nF 

FL) 

l------------*! 

조
 

구
 

그림 5.16 Bellows type 압력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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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막식 압력계 

격막식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그림 5.17과 같이 측정치의 지시계와 측 

정하고자 하는 유체사이에 격막을 두어 측정 유체의 압력 변동이 막의 변 

위를 일으키고， 다시 지시계의 사이의 기름 또는 수은등의 매질에 압력을 

가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피 측정물이 부식성이 강한 유체일 경우 사용가능하 

고， 피 측정물이 고온 및 고점도일 경우 사용하며， S1urry 동을 포함하는 

유체의 압력 측정시에도 사용한다. 또한 웅고하기 쉬운 유체일 경우도 사 

용한다. 

격막식 압력계는 크게 매질을 액체로 사용하는 습식 방식의 격막식 

압력계와 매질을 액체가 아닌 유체로 사용하는 건식 방식의 격막식 압력 

계로 구분한다. 

또한 습식 방식의 격막식 압력계의 경우 반드시 수두보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림 5.17 격막식 압력계의 구조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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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식 압력계 

전기식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측정하고자 하는 압력을 1차적으로 수압 

소자， 즉 Bellows, Diaphragm둥의 수압소자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변위나 

힘 등으로 변환한 다음 전기적 측정 방법으로 그 변위나 힘둥을 다시 계 

측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전기식 압력계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연속적인 압력 데이터를 수집 가능하다. 

• 원격 측정 및 지시가 가능하고 기록이 용이하다. 

• 집적화에 따라 소형 및 경량화가 가능하다. 

•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용이하다. 

• 공정 자동화에 웅용이 용이하다 . 

• PC와의 Interface에 의한 계측 및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전기식 압력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저항 변화형 

Strain gauge type 압력 계 

Potentio meter type 압력 계 

반도체 Piezo 저 항 type 압력 계 

• 전압 변화형 

차동 변압기형 압력계 (LVDT， RVDT) 

Piezo 전압형 

정전용량 변화형 

(1) Strain gauge type 압 력 계 

Strain gauge type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기계적 압력소자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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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이 탄성적으로 늘어나면 그 길이와 직경 변하여 도선 전체의 전기 저 

항 값이 변하고， 이 저항 변화로 인하여 휘스톤브리지 회로의 전기적 평형 

이 상실되어 전위 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된 전위 차 값을 압력 

으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Strain gauge type은 크게 접착식과 비 접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정도가 높고，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적다. 

정압 측정 및 동압 측정에 사용이 가능하다. 

- 직류 및 교류 회로에 사용이 가능하다. 

진동 및 외부의 충격에 비교적 강하다 

- 연속 측정이 가능하고， 출력치의 연산이 가능하다. 

- 주파수 웅답 특성 이 양호하다. 

• 단점 
- 습기에 의해 오차가 발생한다. 

- 변환되는 신호가 작으므로 증폭부가 필요하다. 

Measurement 
./ aHIS 

「--------- !?”--- ----: ... 

릎 I : 
￡|」 -i

End loops 

ω
 
@ 

그
 
m m 

: Transverse 
i죄r' aXls 

:-.- Grid lines 

Grid 

Tabs 

Lead attachment 
(or solder dots) 

그림 5.18 Strain gauge의 일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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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tentio meter type 압력 계 

Potentio meter type의 측정원리는 Bourdon압력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기계적 지시계 대신 변환 전기저항을 사용하여 그 저항 값 

의 변화를 압력 변화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Potentio meter type의 장점 및 단점 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장점 
- 출력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다. 

- 직류 및 교류 회로를 사용 가능하다 

- 증폭회로가 불 필요하다. 

- 온도 보정이 용이하다. 

• 단점 
- 기계적 마찰이 크다. 

- 분해능에 제약이 있다. 

- 진동에 약하고， 수명 이 짧다. 

- 변위가 커야 측정이 용이하다. 

- 응답속도에 한계가 있다. 

P2-. 

Bourdon 
tube 

Pl 

+ 

resistor 

그 림 5.19 Potentio meter type 압력 계 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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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 Piezo 저항형 압력계 

반도체 Piezo 저항형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스트레인게이지 형 압력계 

의 측정원리와 동일하다. 

이 압력계의 종류로는 게르마늄 및 실리콘 반도체의 Piezo 저항효과 

를 이용한 별크 게이지와 실리콘 임의의 내열성 베이스에 박막상으로 진 

공 증착시킨 게이지가 있으며 장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Strain gauge를 직 접 Si - Diaphragm 위 에 확산시 켜 제작하므로 접 착할 필 

요가 없어 소형화가 가능하다. 

- Hysteresis가 거 의 없다. 

- 온도 보정 회로 및 신호제어 회로를 감압 Diaphragm 위에 직접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품의 규격화가 용이하다 . 

• 단점 

-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보상회로가 필수적이다. 

- 사용온도의 범위가 좁다. 

- 고압용으로 제작이 어렵다. 

Tangential 
gauge resistor 

Radial gauge 
resistor 

Pressure 

그림 5.20 반도체 Piezo 저항형 압력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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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동변압기형 압력계 (L VDT, RVDT) 

차동변압기형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Bellows 압력계에서 기계식 지시 

계 대신 그 변위를 차동 변압 원리를 적용한 LVDT 등을 이용하여 변위 
를 압력으로 환산하여 변동압력을 측정한다. 

차동변압기형 압력계의 장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감도 및 안정도가 좋다. 

- 신로도가 좋다. 

- 여러 측정변수에 웅용이 용이하다. 

- 옹도 변화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다. 

• 단점 
- 비교적 장치의 부피가 크다. 

Bello\μ 

그림 5.21 차동변압기형 압력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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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ezo 전압형 압력 계 

Piezo 전압형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수정 및 롯셀등의 압전소자의 압 

전효과를 이용하여 입력 압력에 대응된 전기적 출력을 얻어서 이를 압력 

으로 환산하여 변동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압전효과는 압전소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압력을 받으면 소 

자 자체내에 전압이 유기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점 
- 직선성이 양호하다. 

- 동압 및 폭발적인 압력측정이 용이하다. 

- 고주파 응답 특성 이 양호하다. 

- 구조가 견고하다. 

- 크기가 작다. 

- 출력이 크다. 

• 단점 
- 정압 측정이 어렵다. 

-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FORCE SUMMING 

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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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 

BASE CRVSTAL 

그림 5.22 Piezo 전압형 압력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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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전용량 변화형 압력계 

정전용량 변화형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Ðiaphragm이 압력을 받으면 

이에 상용하는 변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기용량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를 압력의 변화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접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접 
가볍고 견고하다. 

감도 조정이 용이하다. 

제작이 비교적 용이하다 

고 분해능 가능하다. 

• 단점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측정회로가 비교적 복잡하다. 

정전차폐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STAT1C INSULATING 
PLATE MATERIAL 

PRE SSURE 

그림 5.23 정전용량 변화형 압력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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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력의 

변화 

압 력 계 (Dead weight tester) 

압력계의 측정원리는 압력이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크기에 비례하므로 임의의 하중으로 표준압력을 발생시킨 후 압력의 

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사용상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분동식 

분동식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분동의 무게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관리한다. 

- 측정시 항상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춘다. 

- 규정 압력 이상의 과도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다] 

^ -Ram과 Cylinder가 오염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 유압식의 경우 적절한 점도의 유압유를 사용한다 

- 배관부에 

범위에서 정확한 측정이 측정치의 약 10% 이상의 - 측정시 최대압력 

가능하다. 

조
 

구
 

압력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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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압 및 유량 측정 방법론 도출 

가. 차압 측정 방법론 도출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사용제품들은 대부분 200 oc 이하의 물 
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200 oc 이상의 고온 소륨 환경에서는 기존의 압력 
장치에 절연용 물질을 삽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절연용 물질의 

특성 변화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가 크며， 특히 배관의 직경이 작으면서 유 

량이 적은 경우에는 측정의 오차가 더욱 커진다. 이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림 5.25와 같이 새로운 차압계의 개발 방향은 먼저 피 측정 변동 

압력을 1차적으로 역학적 압력소자(스트레인 게이지 등)를 이용하여 기계 

적 변화량으로 변환하고 다시 2차적으로 전기적 압력소자를 이용하여 전 

기적 변화량으로 변환하여 압력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정압을 동시에 측정 

하여 차압을 도출하고자 한다. 

단얼부 압력환산 

l톨향훤활홈l 

~ r::+ lW현.함확캘를. ε1 

그림 5.25 차압 측정장치 개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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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량 측정 방법론 도출 

고온의 소륨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량측정 방법으로서는 관 내부 

에 저항체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또한 moving part를 포함하지 않는 방안 

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기존의 방법으 

로서는 초음파 유량계， 전자기 유량계 및 Coriolis 유량계가 있다. 그러나 

초음파 유량계의 경우 직경보다 약 15배 이상의 직관부가 필요하며 약 섭 

씨 200 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전자기 유량계의 

경우에도 직경의 약 8배 이상의 직관부가 필요하며， 배관의 외부에 전자기 

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장치가 다수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Coriolis 유량계의 경우에는 유동장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해야 하며， 별도 

의 진동가진 장비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압력손실의 발생 등 직접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 

에서 탈피하여 직관부의 길이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고옹 소륨의 

환경에서도 측정이 용이한 방안으로서， 관내부가 난류유동으로 가정하여 

내부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large scale eddy의 평균 이동속도를 측정하여 

유량으로 환산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Taylor의 frozen field hypothesis 

에 의하면 유동장의 시간변화 난류성분은 위치에 따른 변화율 및 평균유 

속과 상관관계가 있다. 즉， 

요1i_ --T1요1i_ 
dt - '-' dX 

이다. 

여기서， p': 압력변동 성분 

U: 평균속도 

t: 시간 

x: 변위 

(5-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를 이용하여 그림 5.26과 같은 시험장치를 

통하여 두 지점간의 압력 또는 옹도를 측정하여 특정 난류성분 사이의 시 

간지연을 FFT(Fast Fourier Transform)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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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유속을 측정하고 그로부터 평균 유량을 계산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5.26 유량 측정장치 개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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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술 측정오차 최소화 열전달모드의 보하 
ï 님 

처
 근
 

6 제 

1. 서언 

변 성질의 물리적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물질의 

최종적 이용하여야 하며 드
〈
 

]
토특λ} 
「 。열기전력 저항， 전기적 二:L ~ol

U 'o-1 
= , 화， 

변환되어 으로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기록， 제어를 위하여 전기신호로 

자 정확한 온도측정은 시점에서 현 부각되는 중요성이 야 한다. 에너지의 

의료 투l르료 
""- '-포함한 생산업은 뿐 아니라 반도체， 화학공업을 줄일 원낭비를 

필요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도측정 과정에서 실제온도보다 차이가 발 

생되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온도측정센서， 온도측정법， 측정환경， 

반드시 연구에서는 정밀한 생명공학과 같은 정밀계기생산， 

수단 일 

시험， 

계 호으 , '-
적절한 사용방법 서택 

~ ., 적절한 센서의 발생되는데， 의하여 문제에 측상의 

최소화하 측온오차를 최적화시킴으로서 측정환경을 온도 그리고 숙지， 의 

계측상에서 

츠정 

보고된바가 거의 없 
뜰
 

온
 

t:tl 
^ 

정확한 

온도센서 

최소화시키는데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쁘
 

L 

로
 

주
 
’ 

。1 조L 
λλ E 

기술들은 

국한되어 

그러나 이러한 

발생되는 

하기 위한 측정 환경을 

가능하다. 

오차를 

것이 '-
'-

면밀히 

는 상태이다. 측정환경을 고려한 대표적인 경우가 열전도， 대류， 복사를 고 

것이다. 현 요인들을 고려하는 미치는 여러 

중요성에 

려한 열복합모드가 측정오차에 

이들이 측정오차에 미치는 서며 
E 。

있 /
T 

대한 이론적인 

I깅L 
2. 없다고 거의 

이에 

호!..λ4 조L 
~ 1 '-

비하여 

부족한 형편이고， 실험적인 절대적으로 

재 

。l

다 

도
 

오
 」

실험분야에서는 관련 샤
 
나
 

연계한 각종 

수행되어 왔으며 

설계에 액체금속로의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중 하나이다. 온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의하여 발생되는 측정오차를 반드시 고려하여 오차원인을 

고 문제점들은 해결되어야 한다 

필수적 이때 정확한 온도측정은 실험들이 수반되는 정이 

변 여러 

제거하 수들에 

사용되는 

열 전 대 (Thermo-

_Q__ 널리 가장 

Detector)와 

포함한 원자력분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현재 

Temperature RTD(Resistance 도센서는 

켜 
/、

크기， 정확도에 따라 결정된다. 

선택할 온도센서로 것을 어느 

온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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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와 측온저항체중 

= , 요소， 가지 

couple) 이 다[6.1]. 

흔히 네 인가는 



걷즈 X꺼 _Q_ 
-, 0 '-

변화에 대해 꽤 

적절한 반면에 온도가 200-500
0

C 이면 측온저항체의 사용이 

열전대가 사용된다. 실험결과가 온도 

츠는:A:l -, 。

경우에는 

열전대가 좋다. 그리고 총 정확도 요구 조건 공정 

열전대가 적당하다. 이와 반대로 공정에서 

미만 오차를 요구한다면 측온저항체를 써야 한다. 측온저항체는 몇 

요구된다면 

이상 오차를 허용된다면 

。-E 노
 표 

가
 

도
 
빠른 응답이 

이 2
0

C 

년 2
0

C 

시간 며 
;:>Ç 사용하기 시작 한지 열전대는 있지만， l ‘ 

T 관리될 간 안정적으로 

발전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온도센 

행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센서의 성능은 저하되 

않은 경우， 유지보수 사항 중 하나는 센서의 교정이 

측정오차를 가진 경우 2%의 출력이 변화되 

오지시할 수 있다. 실제로 원자력 

서에 대한 유지보수를 

기 마련이지만 그렇지 

다. 예를 들면 

후부터 

1 oC 의 

기 때문이다[6.2]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노심에서 

대부분 500
0

C 이상 

변화에 

투자비가 낮 

온도에서는 RTD 

고J 7,l
。 。

관련실험은 

주로 열전대가 사용되고 있다. 열전대는 645 0C 

것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좋다. 또한 

빨리 대응하고 물리적 크기가 작으며 어떤 경우에는 초기 

있다. 저온실험조건이나 정밀성을 

온도 

2 = 
i二""ff수행중인 

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에서 

히 

운전하는 

ù- 。
;:>Ç-C-요구하는 /

T 음
 
-

。

τ
 

인하여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기술을 

관련 

영하는 과정에서 고온 소륨의 측정환경으로 

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마련하는 것과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작， 설치될 

소륨 있다. 지금까지 

걷는_Q_ 
-, '-

혹은 써미스터가 간혹 사용되고 

소륨 관련 실 

기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한 원리， 현재 상용화되어 

적용될 험장치에 

。1
λA 사용되고 온도측정에 연구에서는 효￡ 

가능한 오차요인의 온도 측정 방법， 측정환경에 따라 발생 는 각 센서들의 

이용한 측온 열전대를 교정을 통한 측온오차 감소， 분석과 대책， 열전대의 

통한 실험적 방 옹도오차의 최소화와 이를 

영향 조사에 대한 연구를 

츠느처 -, 。통한 시스템의 최적화를 

수행하 미치는 응답시간에 열전대의 도줄， 법론 

통
 

이론적인 연구를 앞서 확인하는 실험에 오차를 또한 측정온도의 였다. 

영향에 대한 예비계산을 수행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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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모드가 온도측정에 복합 

하였다. 

하여 



2. 온도측정 방법 의 분류 

온도측정법은 센서의 구조에 따라 크게 접촉법과 비접촉법으로 

된다. 

업
 π 

가. 접촉식 온도계의 구성 

접촉법을 위하여 사용된 온도계는 저항체 온도계， 열전기 온도계， 

liquid-in- glass 온도계 등. 유리온도계를 제외한 온도계는 일반적으로 탐 

지기， 트랜스미터， 지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비접촉식 온도계의 구성 

복사를 이용한 비접촉식 옹도계는 측정물체로부터 측정요소로 복사를 

전달하는 광학시스템， 복사를 전기신호로 전달하는 탐지요소， 그리고 전기 

신호를 열정보로 전달하는 신호처리회로와 같은 세 개의 기본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요소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서 측정시스템의 특성이 

결정된다. 측정 가능한 온도범위는 주로 광전자 전달요소의 파장에 따른 

민감도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본요소들을 조합함으로서， two colour 

thermometer, scanning radiation thermometer와 같은 다양한 유형 의 복사 

형 온도계가 구성될 수 있다. 

3. 온도센서의 분류 및 특성 

온도계의 분류 및 사용범위 : 현재 사용되는 주 온도계의 분류와 그 

들의 사용 범위는 그림 6.1과 같다. 

가. 열전대 

(1) 열전대의 원리 

열전대는 공정의 온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방법이다. 원격지시가 필요하거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거나 어떤 지 

시계에 다중 포인트가 지시되어야 할 때 다른 온도 측정 방법은 비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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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접합해서 。f 그二z._Q_ 
C) E 르 의 A. B 二l죠二 

0 , 드즌프르。l 
。 11 _, 안 된다. 다른 경쟁이 면에서 

흐
 

열전류가 일으켜 회로에 기전력을 사이에 二l며
」
 

주
 

’ 를
 

차
 

도
 

오
 

L 접합점에 

그 크기는 2종의 변하는데 크기는 회로의 저항에 의해서도 

온도에 의해 정해지고 

열전류의 른다 

즈
 
。도

 
금속의 형상이나 치수， 종류와 양접점의 二l강: 

0 , 
만들고 뾰

 

져
 

D 
x 

τ
 

、

기
 

일정한 0]-느二 ,1 ?;-~죠~_Q_ 
t.:<:f '-- -1. 'L:. --, l:프 받지 온도변화에는 

측정 하고자 하는 고온측을 

영향을 의 

접속점의 측정하고자 하는 하면 온도차로 미지 

묘
 

하
 
n 협

 
정확히 열기전력만을 대응되는 온도에 미지의 온도가 변하면 

이때 것이다. 개념이 되는 

접점이라 칭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측정 아닌 변화측정이 。t르드 
ι) , 써 공업적으로 

일정한 온도 점 지점인 기준 으
 

E 처
 
n 지

 
。

π
 

접속하여 양 二l 죠二_Q_ 
U -, l:코 다른 서로 열전효과는 즈

 
「부른다. 접점이라 _Q_ 츠르되L 

든프 -, '--

양단 때는 개방하였을 그l 。
E-2 열전류가 흐르고， 한 온도차가 발생하면 단의 

에 온도 측정에 열전대를 이용하여 효과를 이 것인데， 존재하는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기전력이 

류
 

종
 

300여종의 열전대가 있으나 한국 산업 

열전대의 제작형태에 따라 일반열전대 (KS C 1602)와 시스열전대 

분류되고 온도측정부위에 위치한 열전대로부터 계측기까 

규격화 표준규격에는 8종류를 

열전대의 (2) 

하였다. 

(KS C 1615)로 

도선성을 o 조도 _,_ '--있다. 사용하고 연장하여 보상도선 (KS C 1609)으로 지는 

시킨다. 그러나 실용화 할 수 

하며 각종 

는 각자의 특성과 온도측정범위 

굵기， 모양에 따라 소선의 사용수명이 

열기전력을 발생 

열전대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표 6.1에 나타내었다. 

o.:!:三_,_ ’ 열에 의해 다른 선과 구성하여 

ol~ 
λλ '--

갖는 금속선은 서로 

열전대 

열전대는 소선의 

온도측정범위에 제 

또한 규격화 된 

었다. 정밀도를 갖고 01 
^ 

으
 

E 
‘ 

서
 。

트
 「열전대의 

달라지기 때문에 

받는다 표 측정정밀도가 제약을 따라 온도측정범위에 또한 받는다 약을 

소선의 굵기에 따른 최대 사용온도가 그리고 표 6.3에서 열전대 6.2에서는 

종류의 

있으므로 주의하 

같은 에
 

즈
 
。열전대 이들의 

특성이 다른 

있다. 열전대의 허용오차가 나타나 

제조회사에 따라 

'--'--

것이 열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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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라도 

여야 한다. 



Kind 01 thermometer 
Temperature( t) 

273 -200 0 200 400 600 800 1α)0 1200 1400 1600 1800 2αm 3000 

Platinum resistance for standard 
Pt 100 

thermometer JPt 100 

Copper resistance thermometer E그 
Nickel Ihermometer 

Thermistor Ihermomeler 

Platinum & cobalt thermometer 

Germanium Ihermometer 

Thermoeleclric Ihermocouple 

B therm∞ouple 

R thermocouple 

K thermocouple 

E thermocouple 

contact J thermocouple 

style T therm∞ouple 

N thermocouple 

Tungstenlrhenium Ihermocou미e 

Chromel/gold &iron thermocouple 

Mercury in glass Ihermometer 

。ther liquid than mercury in glass 

thermomeler 

Remote reading glass thermometer c그 
Bimetal type Ihermometer 

Liquid pregnant type thermometer 

Vapor pressure type thermometer 

Quartz thermometer 

Transistor thermometer c그 
Diode thermometer 

Silicon radiation thermometer 

Gennanium radiation thermometer 

PbS radiation thermomeler 

InSb radiation thermometer 

HgCdTe radiation thermometer 

Non Thermistor bolometer radiation 

∞ntact thermometer 
style 

Two colour radiation thermometer 

Optical radiation thermometer 

Mechanical scan빼g type radiation 

thermometer 

Electronic scanning type radiation 

‘hermometer 

그림 6.1 다양한 온도센서들의 온도 측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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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변화에 따른 열기전력이 클 것 

- 고온 또는 저온에서 사용하여도 열기전력이 안정되고 수명이 길 것 

- 열적， 화학적， 기계적으로 안정하고， 경시변화가 적을 것 

- 가공이 쉬울 것 

같은 종류의 열전대 소선에는 그 특성이 균일하여 호환성이 

7키 
Ä 

가격이 저렴할 것 

(3) 열전대의 배선방법 

。1..Q... 
/아、 E프 

구입한 열전대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경우 열전대 단자(보상접 

점)에서 기준접점까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일반 

적인 구리도선을 연결하여 양 접점간에 온도차가 있으면 새로운 열전대 

회로가 형성되고 오차가 발생된다. 그래서 보상접점과 기준접점사이의 온 

도 변동을 보상하기 위해 90-150
0

C 이하의 온도에서 열전대와 거의 같은 

열기전력을 가진 보상도선을 사용한다. 규격화된 열전대마다 제각기 전용 

보상도선이 있고 한국산업표준화 표시품목(KS C 1609)으로 되어 있다. 보 

상도선의 보상능력과 정도(精度)식별 방법 등을 이해해야 계측현장에서 

올바른 옹도측정 이 가능하다. 

(가) 보상도선 

보상도선은 보상도선 심선을 절연및 내열 피복한 한 쌍을 내열용 또 

는 일반용 피복재료로 피복시킨 전기 케이블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상도선은 심선(표線)에 각각 용도에 따른 적당한 피복을 하고， 충분한 

기계적 성질과 내구성이 있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재료 등에 

대해서는 KS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상도선의 종류를 식 

별할 수 있도록， 표면피복의 색은 IEC의 권장하는 표기에 따라 정하고 있 

다. 보상도선의 분류에 따른 표시방법은 KS 규격에 따른다. 보상도선의 

종류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열전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좋다. 즉， 

열전대 소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연장형 (Extention)에는 열전대기호에 X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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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각종 열전대의 구성재료와 그 특징 

열전대 구성재료 
종류의 트-，등껴 。l 결 ~ 
기호 + 

~ 1700.C 가지 고온 측정 ~R에 비해 단단하여 
로륨 30% 로륨 60% R에 비해 안정성이 좋음 가공이 난이 

B 나머지 나머지 ~R에 비해 환원성 분위기 -가격이 고가 
H-U1 二n:L 백금 중에서의 열화가 작음 

-보상도선의 열화가 적음 
로률 13% 정도가 높고 분산이나 -감도가 좋지 않음 

R 나머지 배그 
"""i P 열화도 적음 -기전력 특성의 직선성 

백금 내약품성 내산화성 양호 이 좋지 않음 
로륨 -표준용으로서 사용 가능 -환원성 분위기에 약함 

(PR) 12.8% 
배그 1000.C 이상의 고온 -O.C 이하의 저온 측정 

나머지 
"""i P 

측정이 가능 불가능 
백금 전기저항이 낮음 -가격이 고가 
로융 10% 

S 나머지 백금 

백금 

알루미늄， 
열기전력 E 성의 직선성 -환원성 분위기에 약함 

크롬 10% 양호 -귀금속 열전대에 비해 
K 나머지 

망간，규소 
~ lOoo.C 이하에서 내산화 서 경시변화가 큼 

(CA) 니켈 
1 I5=- 4 A、- E 。t

성 양호 -비금속열전대로서는 
나머지 

(크로멜) 
니켈 

비금속 열전대로서는 고가 

안정성 양호 -전기저항이 존재 

크롬 10% 크롬 10% 
감도가 현재 사용중인 -환원성 분위기에 약함 
열전대에서 최고 -전기저항이 높음 E 나머지 나머지 

-J에 비교해서 내식， 
(CRC 니켈 니켈 

내열성 양호 
(크로멜) (크로멜) 

~K에 비교해서 저렴 

환원성 분위기에서 사용 -특성에 분산이 큼 

J 가능 -철이 산화되기 쉬움 
철 철 K보다 2%정도 감도가 (IC) 

즈~g 

-K, E에 비교해서 저렴 
-저렴해서 입수가 용이함 -최고 사용용도가 낮음 

T 
구리 구리 

극저온 측정이 가능 -동이 산화하기 쉬움 
(CC) -가는 선 가공이 용이함 -전기저항이 +/-에서 

크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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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KS에서 규격화한 열전대의 소선의 굵기에 따른 상용온도 한계 
( OC) KSC 1602- '97 

열전대 
소선의 경 (mrn) 사용한도CC) 과열사용한도CC) 

기호 

B 0.50 1500 1700 
S ,R 0.50 1400 1600 

0.65 850 900 
1.00 950 1000 

N 1.60 1050 1100 
2.30 1100 1150 
3.20 1200 1250 

0.65 650 850 

1.00 750 950 
K 1.60 850 1050 

2.30 900 1100 
3.20 1000 1200 
0.65 400 500 
1.00 450 550 
1.60 500 650 
2.30 550 750 
3.20 600 750 
0.65 450 500 
1.00 500 550 

E 1.60 550 650 
2.30 600 750 
3.20 700 750 
0.32 200 250 
0.65 200 250 

T 1.00 250 300 
1.60 300 35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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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KS에 규격화 된 일반열전대의 허용오차(KS C 1602, ]IS C1602, 
]IS C1605-95) 

열전대 허용오차(l)의 분류 

기호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3 

온도범위 6oo'C 이상 
허용차 8oo'C 미만 :t 4'C 

B 온도범위 600'C 이상 8oo 'C 이상 
허용차 17oo'C 미만:t 0.0025' Itl 1700'C미만 :t0.005' I tl 

구계급※ 0.5급 

온도범위 O'C 이상 O'C 이상 
허용차 lloo'C 미만e) :t I'C +600'C 미만:t 1.5'C 

S ,R 온도범위 600'C 이상 
허용차 1600'C 미만:t 0.0025' Itl 

구계급※ 0.25급 

온도범위 -40'C 이상 -40'C 이상 -167'C 이상 
허용차 + 375 'c 미 만:t 1.5 'c +333'C 미만:t 2.5 'C +40'C 미 만:t 2.5 'C 

N 온도범위 + 375'C 이상 +333'C 이상 -200'C 이상 
허용차 1000'C 미만:t 0.004 • I t I 12oo 'C 미만:t 0.075' I t I -167'C 미만:t 0.015' I tl 

구계급※ 

온도범위 -40 'C 이상 -40'C 이상 -167'C 이상 
허용차 + 375'C 마만:t 1.5 'c +333'C 미 만:t 2.5'C +40 'C 미 만:t 2.5 'C 

K 온도범위 + 375 'C 이상 + 333 'C 이상 -200'C 이상 
허용차 l000'C미만:t 0.004 • I t I 12oo'C 미만:t 0.075' I t I -167'C 미만:t 0.015' I tl 

구계급※ 0.4급 0‘75급 1.5급 

온도범위 -40'C 이상 -40'C 이상 -167 'C 이상 +40'C 미만 l 
허용차 + 375 'C 미만:t 1.5'C + 333'C 미만:t 2.5'C :t 2.5'C 

E 온도범위 + 375'C 이상 +333'C 이상 -200'C 이상 
허용차 800'C 미만:t 0.004 • I t I 1200'C 미만:t 0.075 • I t I -16TC 미만 :t 0.015' Itl 

구계급※ 0.4급 0.75급 1.5급 

온도범위 -40 'C 이상 -40 'C 이상 
허용차 + 375'C 미만:t 1.5'C 十 333'C 미 만:t 2.5 'C 

J 온도범위 + 375'C 이상 +333 'C 이상 
허용차 750'C 미만:t 0.004 • Itl 12oo'C 미만:t 0.075' Itl 

구계급※ 0.4급 0.75급 

온도범위 -40'C 이상 -40'C 이상 - 67'C 이상 
허용차 + 125'C 미만:t 0.5'C + 133'C 미만:t l'C +40'C 미만 :t I'C 

T 온도범위 + 125'C 이상 + 133'C 이상 -200'C 이상 
허용차 350'C 미만:t 0.004 • I t I + 350'C 미만:t 0.075 • I t I -6TC 미만:t 0.015'ltl 

구계급※ 0.4급 0.75급 1.5급 

2f=- e) 허용차란 열기전력을 규준 열기전력표에 의해서 환산한 온도에서 측온접점의 
온도를 뺀 값의 허용되는 최대 한도를 말한다. 

e) R,S 열전대의 허용차분 클래스 1은 표준열전대에 적용한다. 
비고 1. I tl 는 측정 온도의 +, 의 기호에 무관한 온도("C)로 표시되는 값이다 

2. ※는 참고를 위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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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능을 

표시한다.C 

범위에 따 

소선보다 저렴한 금속으로 표시한다(KX 동) . 열전대 

부여한 보상형에는 과거 

자 뒤에 

붙여 

CA, CB 및 CC 같이 규격과는 달리 

표시한다.사용온도의 .^:l ~二l각::.0 '2: 
。2.l::l τ:r::--=-..::도 

L-L一붙는 A, B, C 

비닐계를 

사 

난연성 

피복하여 편조 

로
 

주
 
’ 표시하고 

유리섬유로 

-G로 

내열용의 

용한다. 또한 고내열용으로는 -S로 표시하고 

표시하는데 

기호로는 

기호로는-H로 

일반용의 로
 닙

 π 
%고 

라 

사용 불소수지계(테프론)를 

한다(표6.4). 

연동선 편조， 

등이 사용되고 정전 실드의 

없다. 전자유도 

떼어놓고， +선과 

도선만을 철제 보호대에 넣는다. 

연동테이프， 알루미늄 폴리에스테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자 실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상도션을 

보상도선을 사용한다. 또한 보상 

생 Shield 붙은 보상도선 

실드에는 보상도선의 

르 테이프 

효과는 

유도원에서 

노이즈의 

-선이 

의 

꼬인 

보상 @ 기준접점의 

정해지므 

일정해야 한 

온도차로 

온도가 

온도접점과 기준접점의 

기준접점의 

열전대의 열기전력은 측정 

온도를 측정하는데는 

온도가 QDC 가 아닌 

로，측정온도접점의 

다. 기준접점의 기준접 때는 등가적으로 QDC가 되도록 

온도에 상당한 열기전력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얼음이나 전자냉 점 

처 

기준접점의 용도 및 측정방식을 표 6.5에 나타내었다. 

회로적인 연산으로 대부분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각으로 QDC 의 환경을 

리하고 있다. 각각의 

나. 측온 저항체 

(1) 측온저항체의 원리 

경우에 

성질이 

그
 

면
 

는
 
념
 

하
 
。
λ

화
 

벼
」
 

좁은 범위가 너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도체의 전기저항은 온도에 의하여 

있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대한 저항 변화의 관계를 미리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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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보상도선의 규격과 종류 

열전대 온도허용 표면 
사용 

구성재료(%) 
와의 오차 μV 

기호 구기호 피복의 색상 

열전대 접속온도 
1급 2급 신표기 구표기 p (+) 측 N (-) 측 ("C) 

B BC BX Cu * 0-00 ** ** 회색 회색 

R RRCCAB RX Cu Cu 
0-50 :t30 황적 흑색 

S 딛S으CAB SX Ni 0.5-7.0 

Ni 
KX KX Ni. -25-200 :t60 :t 100 

Mn 5.0 
Cr7.0-10.5 

이하 

KCA Mn1.5이하. 
0-150 - :t 100 A13.0 이하 

Si1.0이하 
Si 2.5 이하 

Fe 99.0 CU.Ni16.0-
K 

이상 녹색 청색 
25.0 

KCB WX 0-150 :t 100 Mn 1.0 Mn 1.5 
이하 이하 

C 0.1 

KCC VX 이하 0-100 :t 100 
Cu Cu. Ni 

KX 와 42.0‘ 48.0 
자색 E EX EX :t 120 :t 200 청자주색 

같음 Mn 2.5 
WX와 

이하 -25-200 
흑색 황색 J ]X ]X :t 85 :t140 

같음 

T TX TX Cu -25-100 :t 30 :t60 갈색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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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기준접점과 측정방식과 관계 

기준접점 용도 측정방식 

빙점식 기준접점 
표준열전대의 교정 및 정도 A 급 측정방식 

높은 온도측정에 사용 B 급 츠「처 。바 。시 

전자냉각식 기준접점 

항온조식 기준접점 
일반 열전대용 온도계에 B 급 츠처。바 。시 

의한 온도측정에 사용 C 급 츠처。바 。시 
보상식 기준접점 

일반적으로 높은 정도가 
C 급 측정방식 

실온식 기준접점 필요하지 않는 온도측정 에 

사용 
D 급 츠「처 。바 。시 「

저항치를 측정함으로써 온도를 알 수 있다. 전기저항의 온도 변화를 이용 

한 온도센서로서 도체를 사용한 것 외에 써미스터， 포지스터， 게르마늄， 실 

리콘 등의 반도체를 사용한 것 있다. 측온 저항체는 니켈， 구리， 또는 니켈 

/철로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측온저항체는 가는 금속선을 코일로 만들어 

운모로 만든 받침대로 약간 헐렁하게 받쳐둔다. 코일은 열처리하여 보호덮 

개로 덮는다. 덮개가 있는 측온저항체는 지지대 주위에 코일을 감아 저항 

치를 균일하게 분포하게 하고 열전달이 잘 되게 하며， 외측 덮개로부터 전 

기적인 절연이 잘되게 유지한다. 측온저항체 소자는 열처리 한 후 견고하 

게 지지에 부착되도록 가볍게 늘인다. 소자의 선 끝을 연결한 후 다른 봉 

입재료로 마감 처리한다. 그림 6.2는 일반적인 측온저항체를 보여주고 있 

다. 

(2) 측온저항체의 종류 

측온저항체로서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저항 온도계수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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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측온저항체 

- 저항 온도계수의 분산이 적고 호환성이 있을 것 

- 온도-저항 특성이 직선성일 것 

열적， 기계적，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 사용온도 범위가 넓을 것 

- 가격이 저렴할 것 

상기의 특성을 갖는 측온저항체 재료로서는 백금， 구리， 니켈 등이 사 

용되고 있다. 배금 측온저항체에 사용되는 백금선은 현재 입수되는 금속중 

에서 가장 순도가 높아 99.999%이상이 것이 얻어진다. 따라서 특성이 안 

정하므로 정밀도가 요구되는 온도계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6.6은 각 

측온저항체의 종류와 각각의 특정을 정리하였다. 

(3) 측온저항체의 배선방법 

측온저항체로 온도를 측정할 경우， 측온 저항체에 측정 전류를 흘리 

고 온도변화에 대응하는 저항변화를 전압변화로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측온저항체를 1변으로 하는 브리지 회로를 구성하여 그 저항치 변화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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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측온저항체의 종류와 특정 

;;::E.。ξ 4'크r 구성 재료 
사용온도 

~三1 징 
범위 CC) 

-사용범위가 넓다 

-정도， 재현성이 좋다 

백금측옹저항체 백금 -200-640 
-가장 안정하고 표준용으로도 

사용한다 

-200
0

C 이하에서는 측정감도가 

나llll 다 

동측온저항체 드。- 0-120 -사용온도 범위가 좁다 

니켈측옹저항체 니켈 -50-300 
-사용온도 범위가 좁다 

-온도계수가 크다 

코발E 0.5 
-재현성이 좋다 

%를 포함 
백금코발E -200

0

C 이하에서도 감도가 좋다 
하는 백금 -270-30 

측온저항체 -자계의 영향이 크다 
코발E 

-실온까지 사용된다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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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온도를 측정한다. 저항측정방법은 3가지 방법이 

저항측정기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적으로 사용되는데 편의상 2선식 및 4선식 

나타내고 저항측정기의 회로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휘스톤 브릿 

저항측정기， 3선식 

6.3은 2선식 구분된다. 

있다. 그림의 형태는 저항을 측정하는 

그림 저항측정기로 

리드선 

요← 

저항을 

저항， Rl과 R2는 비례저항이고， R3는 가변저항이다. 센서를 

도를 유지하는 항온조에 설치하였다면 그림 6.3의 Rx는 일정한 값을 갖게 

나타내며， Rc와 Rx는 

일정한 

RT가 센서의 그림에서 지 회로이다. 

의 

영갱검을기 

/ 

된다. 

저항측정기 그림 6.3 2선식 

회로 

Rl과 R2는 같은 저항을 사용함으로 가변저항 R3을 조정하여 영점검출 

알아낸 읽어줌으로써 눈금이 영이 되도록 하여 R3값을 기 (null detector)의 

보여진바와 같이 리드선의 저항 Rc와 RT가 센서의 저항 Rx 다.그림에서 

때 영일 눈금이 영점검출기의 즉
 

, 읽혀진다. 같이 연결되어 직렬로 와 

Kirchhoff의 법 칙 에 의 해 

Rl + R3 = R2 + Rc + RT + Rx 

이며， 여기서 Rl=R2이므로 

함께 저항측정기를 사용하면 리드선의 저항이 

m 

R3 = Rc + RT + Rx 

가 된다. 따라서 2선식 



저항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짧은 리드선이 읽혀지므로 

다 써어미스터 

트징 온도계수가 큰 만들어진 반도체로서 써어미스터는 산화금속으로 

PTC(Positive Tempera-온도계수가 양인 있다. 써어미스터는 가지고 으
 
근
 

NTC(Negative 음인 온도계수가 Ç> J 11 λ人~，Coefficient)써 어 미 스 터 가 ture 

온도계로 사용되 즈
 
。Temperature Coefficient)써 어 미 스 터 가 았 다. 두 가지 

사용 온도계의 써어미스터는 NTC 써어미스터이며 보통의 써어미스터 
,_ -
1•-

금속저항온도계 트등λ，-l_Q_ 
--, o ,_ 써어미스터의 

가지 

300
0

C 까지이다. -300
0

C 부터 영역은 

저항측정 있으며 점이 전혀 다른 며 

^ 많지만 점이 특성과 비슷한 의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사용되고 기의 구조나 원리가 다르게 

센서의 저항이 크다 

- 단위온도당 저항의 

일반적인 써어미스터 

변화가 금속저항온도계보다 크다 

온도계들은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 저항이 

고 금속저항온도계는 그 반대다. 

二l죠二 u --, 비해 선형성이 매우 나쁜데 

좋다. 

대 저항관계는 

선형성이 비교적 

도
 

온
 

- 써어미스터의 

저항온도계는 

센서 라. 기타 온도 

(1) 복사고온계 (radiation pyrometer) 

도
 

오
 

L 넘어서는 열전대의 평균 옹도범위를 일반적으로 복사고온계는 

제외하 

물체에 

사용된다 복사고온계는 모든 물질이 절대 영도를 

측정하고 

계기에 느
 」

하
 

처
。
 

츠
 
「

는
 

하
 

도
 

온
 

이용하며 트-λ:J_Q_ 
--, 0 '2 방출한다는 열선을 고는 

주파수대의 강도를 

열발생원과 흡수체는 스테판 볼츠 

있어야 하며 

감지하여 접촉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복사고온계는 어떤 

온도를 측정한다 열을 발생하는 물체의 

조절 

./‘ 
T 오차가 센서의 

존재하는 물체(기체， 증기나 연부 등)에 

미칠 여<5:1:으
。 。

온도를 알고 

출력에 

법칙에 의한 관계가 있으므로 흡수체의 

가지의 

사이에 

보상되어야 한다. 여러 

있다. 센서와 측정대상물체 

만 

t!l 
^ 

증기 기체， 복사열이 감쇠된다. 의한 흡착과 렌즈자체에 의한 감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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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모든 물체는 특정온도에서 열을 복사한다. 비철금속같이 복사율 

이 0.5이하인 경우에는 표적의 반사성이나 투명성 때문에 큰 오차가 발생 

한다 기체나 증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관측 튜브를 연장하기도 하며 

흔히 세라믹 재질로 만든다. 

(2) 충만식 온도계 

충만식온도계는 감온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구부(bulb)와 모세관， 부르 

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르돈관은 관 내부에 압력이나 부피의 변화가 

생길 때 그 형태의 변화가 생기고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감지부는 

액체나 기체로 차있고 온도가 변함에 따라 압력이나 부피가 변하며， 이 변 

화는 모세관을 통하여 부르돈관에 연결되며， 부르돈관은 기준점에서 직선 

적으로 변형하고 지시부에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부르돈의 운동은 구 

부안의 액체의 부피변화， 기체의 압력변화， 휘발성액체의 증기압의 변화에 

직접 관계된다 충만식 온도계는 부르돈의 운동이 부피변화에 의한 것과 

압력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부피변화에 따라 동작하는 장치는 

완전히 액체만으로 채워져 있으며， 구부안의 액체는 온도변화에 따라 구부 

를 감싸고 있는 금속보다 더 팽창해서 부르돈관까지 전달된다. 내부의 압 

력변화는 항상 부르돈의 변화에 관계하지만 이 효과는 일차적으로 중요하 

지 않다 압력변화에 따라 동작하는 장치는 기체로 채워져 있거나 부분적 

으로 휘발성 액체로 채워져 있고 구부 온도변화에 따른 기체압력이나 휘 

발성 액체의 증가압의 변화는 부르돈관까지 전달된다. 

(3) 금속의 열팽창을 이용한 온도계 

막대팽창식 옹도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상대적 열팽창이 측 

정량이 되고 이때 생긴 역학적 힘은 온도지시， 온도조절이나 기록장치를 

구동시킨다. 변위를 전달하는 역학적 부분의 부정확과 긴 금속관을 써야 

하는 부득이한 구조 때문에 그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2%정도 된다. 

바이메탈 온도계도서로 다른 금속의 열팽창의 차를 그 측정원리로 이 

용한다.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를 갖는 금속 스트립 (strip)은 서로 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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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보다 

관 

다른 

원인이 된다. 각 변위와 온도와의 

이것은 온도계로서 

〈트립은 는
 

카T
 
<열팽창계수를 

스트립이 뒤틀리는 

따라서 

드:L 
、-때， 온도가 증가할 

팽창하기 때문에 

。 1 -;1::>'.Á J_!_ 

있다. -'"‘ T 사용될 되고 알게 교정에 의해 계는 

이용한 보통 바이메탈의 재질로 사용된다. 바이메탈을 

온도계의 

철과 니켈의 합금은 

교정의 λ1- 01 λ.-l .:z1 
닙 l::l i프 /、 1 ，적당한 

안정성， 시차에 의해 결정된다. 

측정환경， 설계， 정확도는 

열적 

온도측정의 

정확도， 바이메탈의 

(4) 트랜지스터， 다이오드온도계 

온도계를 정확한 싸고 값이 l:l1- ~석 。
2. . ，그L:" 기술의 기초로한 반도체 규소를 

베 때 동작시킬 일정하게 'J ;::프 E프 
'z!. Tf능드 에미터 온도계는 만들었다.트랜지스터 

사이의 전압이 는
 

이
 샤
 

가지고 관계를 온도에 대해 직선적 

온도계는 

이스와 에미터 

이용하는 하고 

반도체 

흐르게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동작한다. 이들 

특성과 

일정하게 전류를 것이다. 다이오드 λ4 조L 
。"즈 

다이오드 

二L따라 71 기에 만들어진 기초로 그것을 실리콘의 온도계들은 

온도계들은 실온 근처에서 

적절한 도구들이다. 

교정되어야 하지만， 이 

온도 측정을 위한 아주 

반드시 

전자 장비내에서의 

달라지므로 성이 

(5) 특수 온도 측정 

_Q_ 
'-

직접 

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될 물체를 

불가능 또한 불편한 경우가 가끔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온도를 측정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직접 물체에 측정되는 따라서， 

비접촉식 

르느 À-l.5!.. À-l c씨 
-, 0 -,-' ’| 

도계를 부착하거나 혹은 

것이 

별하게 

호으 -, '-측정물체 

관측하는 

측정부와 비교하여 

물체에 접촉함으로써 

피하기 위하여 온도계의 측정부를 

손실이 없는 조건에서 측정이 수행된다. 이러 

온도차이를 감지하는 요소와 전열기가 설치 

경우에 

온도가 

。L 。

1.."5" L:" 크지 

열 흐름 보상(Heat flow compensation) 

그렇게 물체가 온도계의 

탐지부가 

(가) 

측정될 

물체의 

통과하는 

측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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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느처릴 
-, 0 c. 

。-E 것
 

경우에는 

여 
E코 

나타나는 

열원이 사용된다. 

적용하는 

온도계의 

않게 

한 방법을 

알맞지 

적절한 



되는 안쪽에 탐지기를 가진 표면온도계들이 있다 

(나) 순간접 촉(Instantaneous contact) 

이 방법은 온도계가 항상 접촉되기 어려운 측정물체에 온도 측정부가 

순간적으로 접촉되어서 측정부가 순간적으로 접촉될 때 탐지요소의 시간 

에 따른 온도변화로부터 측정물체의 온도가 추정되는 것이다. 

(다) 소모성 열 전 대 (Consumable type thermocouple) 

측정할 때마다 측정부가 소모되어 교환되는 이런 유형의 탐지기는 연 

속적으로 접촉되기 어려운 고열의 물체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 온도지 시 채 색 법 (Temperature indicating painting)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이 측정될 물체에 입혀지거나 부착 

된다. 

4. 측정 온도오차 분석 및 대책 

가. 온도측정법에 따른 오차요인 및 대책 

(1) 접촉식 방법 

(가) 온도센서를 부착할 측정대상물체의 온도와 온도분포의 변화 

에 따른 오차 

- 측정대상물체의 열용량과 비교하여 측정부의 열용량을 적게 하고 

열전도 및 열대류의 열적조건을 변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측정대상물체가 작은 경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측정대상물체의 온도 혹은 그 주변의 온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 온 

도분포가 변하지 않도록 온도측정부는 등온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측정대상물체와 그것의 주위상황에서의 온도차이로 언한 열복사가 

있을 때 측정부는 열복사의 조건이 가능한 변하지 않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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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체와 같 되
 근 

져
。
 

으
 

L 님
 τ
 

부
 
’ 

바람직하다. 

표면에 나타나는 

젓이 는
 

하
 

부착된다 측정부의 

은 방사율이 되도록 

인한 오차 (나) 측정요소와 측정대상 물체와의 다른 온도로 

물
 

또한 다른 접촉한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측정대상과 측정부분은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고려한다. 체의 

탐지기 탐지기가 사용된다. time-lag는 가진 작은 time-lag를 가장 

예를 따라 변한다 조건에 그것의 。*-'1
-rr영， 측정대상물체의 구조， 의 

-
즈
 

「도
 

온
 

가스의 。1--.
L동...l!.. 움직이지 큰센서에 의하여 열용량이 t:: rH 

E코 ~， 

매우 크다. 때 time-lag는 정할 

.Q. 
'-적어점에 따라 센서의 시 λl-~~ 

l - öTτ-때 온도가 변할 측정대상물체의 

0 __._ 결과 time-lag에 의 한 온도에 접근한다 그 도는 측정대상물체의 

적어진다. 

- 측정대상물체의 

는
 

차
 

때라도 측정요소가 측정대상물 。ι ..Q..
L것5 2. 온도가 변하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상수가 세배로 

온도차이는 초기온도차이의 1%가 된다. 

충분한 길이가 측정대상물체 

지름의 

그들이 완전하게 접촉되 장시간동안 각각 온도와 같게 되도록 체의 

부
 
’ 처

。
 

츠
 
「되면 것이 

와 측정대상물체사이의 

센서의 

는
 

하
 

도록 

보호관의 rl 。
'óT 보호관을 가진 

접촉된다. 보호관의 

10-15배의 길이에 삽 

二l죠:λ4 u ---, 。때 할
 
의
 

처
。
 
과
ι
 

-
즉
 호
 

보
 

가스를 고온의 와 

지금의 비금속성 그리고 15-20배， 

관 안에 삽입 보호관이 측정할 때 

충분한 길이를 

를
 

도
 

온
 

헤
 세
 

。

π
 

입된다. 파이프내의 

된다. 관이 너무 

향하여 

사용된다. 

표면온도를 측정할 때 

촉되도록 하며 측정대상물체와 같은 온도로 유지되도록 

측정함에 있어 측정부와 바깥쪽사이의 

보호관이 

구부러진 

없다면 

방식으로 

/-... 
T 삽입할 

λ1. 01 ç1 느二 
1:ll:l-'1'--거기서부터 

앓아 

죠~..Q.. 
---, 't프 름

 
흐
 

λL 님 
。 T

부분의 관이 

걸쳐 접 

한다. 

복사열의 

표면에 전체길이가 완전히 느
 
」

닝
 

} 
l 협

 
져 
L:. 도

 
오
 

L 가스의 

느
 
」차

 
오
 

사용함으로서 shield)을 보호물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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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클때 

감소된다. 

달이 



방법 (2) 비접촉식 

광학경로상에 q .l 
^ 

= "2-1 
τ극- / è) 부정 확한 radiance의 측정대상물체의 (가) 

있는 물체들에 의한 오차 

빛의 흡수 및 산란의 방지 적외선을 사용 할 

피하기 위하여 

커다란 오차의 

- 광학경로에서 방출된 

대기 중에 

지파장이 

Eln 흡수띠를 

켜
 

의
 
시
 

물
 
라
」
 

산
 

。

-
E

비
-
-탠

-

이산화탄소와 。1 느; 
λ，，'-때 

원인이 되 선택된다. 

증기는 제거된다 

제거되도록 

는 연무상태의 

잡동사니 주변에 온도의 한다. 특히， 일상적인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은 무시할 수 없어서 

빛들이 

있는 온도를 측정할 복사와 측정대상 물체 

그러한 것들은 제거되 

주위의 때 

에 의하여 

거나 보정된다. 

부정확한 방사율에 의한 오차 

- 측정대상물체의 방사율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복사온도계의 결과 

를 보상하여 정확한 온도가 측정된다. 안정된 온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방사율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방 

사율이 적은 측정대상물체는 방사율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오차가 

빛에 대한 영향 또한 커진다. 

(나) 측정대상물체의 

커지고 잡동사니 

나. 측정대상물체에 따른 오차요인 및 대책 

설치에 의한 오차 부적절한 센서 온도 측정시 (1) 고형체 내부의 

온도계가 사용되도록 온도 온도를 측정할 때 접촉식 - 고형체내부의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구멍에 적당한 

크기가 적다면 가는 철사의 

하여 온도측정접합부와 

접촉되게 한다. 열전도가 작은 고형체의 

열전대를 사용하기 좋다. 열전도에 기인한 오차를 

큰 구멍이 만들어진다. 측정부와 분하게 

측정 대상물체사이의 접촉을 

액체를 넣는 것도 좋다. 

측정부를 삽입하기에 계의 

열전 

고형체 

경우에 가 

적게 

고형체의 

대를 사용하여 전기절연을 확실하게 

가 완전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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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의 '
'-



열전대 따라 으
 

E 서
」
 

오
 」

드
끼
 

) 고형체의 

를 위치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비접촉식옹도계를 사용하여 내부온도를 

근처에 측정부의 위하여 하기 

고형체에 

분포는 구멍안에서 생성된 대류에 따라 가 

측정하기 위하여 

온도의 구멍을 만들 때 

끔 변한다. 

부적절한 설치에 옹도센서의 측정시 온도의 표면상의 고형체의 (2) 

의한 오차 

온도측정접합 표면과 접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열전대의 

표면과 완전하게 접촉되는 

고형체의 

구 리 판(copper plate, 예 

두께와 30rnm의 길이)으로 용접한다. 

매우 두꺼운 물체를 측정할 때 알은 홈이 표면에 만들어지고 표면 

의 온도는 거기에 설치된 열전대에 의하여 측정된다. 또한 표면의 

온도는 측정대상물체의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다른 세 지점에서 측 

정된 온도를 외삽하여 얻어질 수 있다. 

고형체의 

를들면 O.2-0.5rnm의 

느
 
」부

 
’ 

설치에 의한 오차 ql 
;’R 부정확한 센서의 선정 온도측정 (3) 액체의 

적은 열용량을 가진 측정부를 사용 온도분포를 얻기 위하여 - 액체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지점에서 액체의 교반된다면 

측정될 수 있다. 

접촉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파이프의 내부에서 

액체가 완전히 액체의 평균온도는 

_Q_투흔측 르i처 
'-- _._ C! I 。

좋다. 하기 위하여 측정부가액체와 완전히 접촉되도록 하는 것이 

액체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오차 측정법의 (4) 가스온도의 

벽과 이와 비슷한 것 

않도록 노출되지 

느
 
」

님
 
T 처

。
 

-
즉
 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된다. 태양광선과 같은 것에 

하기 위하여 복사보호물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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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측정할 때 가스의 - 실내에서 



온도가 균일하도록 가스가 교반된다. 

못하는 파이프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할 

- 평균온도를 측정할 때 

- 접촉길이를 충분하게 하지 

때 측정부가 가스와 완전히 접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응답성， 정확성을 위한 측온시스템의 최적화 방안 도출 

교정 

열전대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사용환경에 따라 열기전력과 

함수관계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표준열전대와 비교 

가열전대의 

일반적으로 

온도와의 

교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열 

그리고 기전력 측정장치가 

주어야 한다. 열전대를 

유지장치 

아래와 같으며 

고려해 그 오차를 하여 

실험을 제시되는 연구에 

온도조절장치， 기준점 

츠느처바버드L ..., 0 0 l=l '-

열전대의 정도는 표 6.7과 같다. 

효￡ 

듬르;져 A-1 ..., - 0 p , 

준비되어야 하며 

통하여 예상되는 

전대， 

표 6.7 교정법에 의해 예상되는 열전대의 정확도 

정확도("C) 
열전대의 유형 온도범위 ("C) 교정점 

측정점에서 외삽한점에서 

K o -1100 100
0

C마다 0.5 1 

J o - 760 100
0

C 마다 0,5 1 

- 교정기기 : 비교교정로， 표준백금저항온도계 

열전대 - 교정대상 :K형 

.= ..., 

도
 
저
」
 

램
 된
 

; 

처
。
 

교
 

필수적인 요소는 온도 측정과 열기전력 

가지가 있으나 교정의 정밀 

표준백금저항온도계와 

측정하여 상호 비교표를 

여러 

교정된 

온도와 기전력을 

그 측정 방법에는 

- 실험절차 : 온도 교정에 

정인데 

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압계를 사용하여 는
 

드
 

만
 

오
 」

것이 

를
 

표
 

점접과 

가 일치하도록 항온조를 일정한 온도에 잘 유지해야 한다는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도 변화에 대한 기전력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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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의 주변과 온도계 A-1.Q_ 
P '-주의할 것이다. 여기서 



도
 

오
 

L 온도는 0.5
0

C 이내의 

올리며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본다 이때 항온조의 

교정온도 주위에서 측정하고 도
 

온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또 다시 내리며 그 평균값을 취한다. 또한 실험결과를 임 측정하여 

않은 온도값에 대한 기전력을 계산해 측정하지 식으로 만들어 의의 

본다. 

나. 측온시스템의 최적화 

발생 가능한 측온 오차의 최소화 및 측정부에서의 (1) 각 배선부위 

방안 

자체의 열전대 

측정장치에의 

정확도는 

오차， 

경우의 

유지장치의 

결정된다. 

측정할 도
 

온
 

이용하여 

보상도선의 

측정방법의 

열전대를 

오 기준점 오차， 오차， 열전대 

그리고 6.4는 Type K, 

에서 사용할 때의 발생 가능한 측정 온도 오차 종류 

있다. 이때 각 부위에서의 발생 가능한 오차를 분 

::t 7.8 oC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측온오차 

그림 의하여 등에 오차 차， 

AWG 28을 0-800 oC 
= -. T J.!. 와 오차값을 보여 

석 한 결 과 reading error는 

예상되 ::t 1.0 o

C 까지 감소될 것으로 reading error가 최소화 방안에 의하여 

오차 예상치 통한 측정온도 오차최소화를 오차분석과 

가 표 6.8에 나타나 있다. 

대한 상세 이에 며 

교정 또는 지시계기의 (가) 측정기 

입력 

교정 

전위차계나 

주기적인 사용하여 

0.1μ 되는 

표준계기를 

분해능이 위해서는 

01 도응조ζ 
I c.. '\..._ 필요하며 

준다. 

측정하기 

큰 DVM이 

보정하여 

열기전력을 

저항이 

을 통하여 

및 측정장비에 의한 오차 제거 (나) 열전대 

오차가 발생되 열전대는 사용함에 따라 그 불균질성의 성장에 의하여 

온 

필요 없으나 실험규모가 큰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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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가 가능하다. 실험실에서의 는데 정기적인 교정을 통하여 정확도의 

보상도선이 도측정에서는 대부분의 



Ther뽑le Standard Wire 

0 277 126O<>C 

Type KI | 3/4% 
+1-22'C +1-9‘50C 

0 277 76O<>C 

Ty야 J I| 3/4% 
+1-22OC +1-57OC 

Application limit ofType K wire 

0 277 871 982 1093 

+1-22'C AWG 20 14 
24 
or 
28 

Extension Wire 

126O<>C 0 

+1-2.2"C 
(+1-0.75%) 

Application 뻐tit orType J wire 

277 370 500 600 76O<>C 
! I I 

+1-2,2OC AWG 20 14 
24 
or 
28 

AWG(size) Diameter(MM) 

8 3.3 

14 16 

20 0.8 

24 0‘5 

28 0.3 

그림 6.4 배선부위 및 측정부에서의 발생 가능한 측온 오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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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온도 측정스템상에서 의 발생오차 분석 (Type K, 800
0

C 에서 

측정시) 

오차요인 발생오차("C) 해결책 예상치 ("C) 

열전대의 교정오차 =t 0.7 비교교정 +0.4 

열전대의 허용오차 +6.1 열전대의 보정 +0.2 
보상도션의 접점， 정전현상， 

측정환경의 최적화 및 
기준접점 미보상 등에 의한 +0.2 +0.2 

오차 
기준접점 보상회로 구성 

측정장비에 의한 오차 =t 0.8 기기오차 최소화 +0.2 

계 =t 7.8 +1.0 

에서는 연장선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열전대와 열기전력 특 

성이 동일하지 않음으로써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배선과 단자의 재 

질을 열전대의 재질과 같은 종류를 사용하여 접점에서의 기전력 발생 소 

지를 배제한다. 또한 열전대 회로에 콘댄서적으로 결합된 전압원에서 발생 

되는 정전현상에 의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로를 완전히 실드된 

도관에 설치하여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게 한다. 도선을 흐르는 전류와 모 

터 혹은 발전기 등의 전기 기계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장에 의한 노이즈 

꼬아진 도선을 사용하여 주변의 노이즈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회로상에 전류가 흐를 때 서로 다른 접지에 의하여 발생되는 노이즈 

는 열전대 보상도선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문제로서 쉴드회로를 모두 접지 

하거나 비접지형 열전대를 사용함으로서 제거될 수 있다. 

(다) 열전대의 삽입 심도에 의한 오차 제거 

열전대의 삽입심도가 얄을 때에는 보호관에 접한 벽 또한 외기의 온 

도의 영향을 받아서 오차가 생긴다. 균일한 온도를 측정할 때 이 오차의 

여부를 판정하려면 삽입심도를 바꾸었을 때 지시온도도 따라서 변하면 오 

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용조건에 따라 오차는 일정하지 않으나 고 

온을 측정할 경우에는 금속 보호관에서는 직경의 15-20배， 비금속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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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삽입되어야 한다. 10-25배 에서는 직경의 

(라) 복사열에 의한 오차 제거 

때에 교환이 있을 

비례하므로 

있다. 이 

복사에너지의 물체사이에 드크L 
'-온도센서와 온도차가 

는 오차가 발생한다. 이 

에서는 현저하게 커지고 

고옹 4승에 절대온도의 복사에너지는 

사용된 원리와 같이 

측정대상의 온도와 

측정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차를 

열차폐 

보온에 

/λ‘ 
T 

센서 주위에 

가까워지도록 

가져올 오차를 100
0

C 이상의 

열전대에 흡입형 

열전달모드를 복합 

온도가 

6.5는 

주위의 

그림 

막기 위해서는 

시키고 센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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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속기류에 의한 오차 제거 

기류의 압축성과 내부 젤 경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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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환경과 계속적인 

물체의 표면온도 측정시 

면을 통하여 



Conductive heat ... 
Convective heat ... 
Radiative heat ... 

그림 6.5 측정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열전달모드 

1 

·y 

+ 
애
 

•nu -$ 

「

-G 

TP 

Radiation shield 

그림 6.6 복합 열전달모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도 

측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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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 경우 문제가 없는 측정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측정물체와 온도센서 사이의 열전달이 가능한 한 좋아야 한다. 적 

당한 오일과 같은 중간매질을 사용하여 물체와 온도센서 사이의 

열전달이 좋아 질 수 있는 상태에서 온도센서를 열접촉이 좋게 누 

르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 온도센서를 표면에 설치함으로서 복사의 영향으로 틀린 결과가 나 

타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온도센서는 측정하는 물체와 가능한 

한 비슷한 열복사 특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 온도센서를 통한 외부로 향한 열전달이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그 

래서 가는 열전대 선이 쓰이고 이것을 표면에 등온으로 적절히 설 

치한다. 

(2) 측정시스템에서의 측정 온도 오차 최소화 실험 계획 

(가) 실험요소 

열전대 : 비접지형 K type 

- 보상도션 : 익스텐션형으로서 니켈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내열용 

정밀급， KX-HS) 

- Data acquisition system : Data acquisition board, Signal condi

tioner 등 

(나) 실험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온도 측정시 발생되는 오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채널을 가진 온도 측정 회로를 제작하여 다양한 온도측정환 

경과 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온도를 측정하고 이때 발생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다. 열전대의 신속한 응답시간 획득 

온도센서의 동특성인 시간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생긴다. 온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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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열전대의 시간응답은 접점의 크기， 질량， 접점과 보호관과 같은 주위 

질량에 비 환경과의 열교환의 형태 등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된다. 센서의 

하여 표면적이 클수록 일정한 열전달 조건에서는 응답시간이 빨라진다. 보 

호관과 함께 때 시간응답은 측정매질과 보호 

결합된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또 

사용될 

열전달의 

열전대가 온도측정에 

관， 보호관과 측정접점 사이의 

시간응답은 측정매질의 종류， 유속 등의 측정조건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지 

며 특히 정지 기체에서는 까‘ /、ll=lT 님딘r 이상의 시간 응답을 나타낼 때가 있다. 

급격히 변하는 온도를 측정할 때는 시간 응답에 의한 오차가 커지므로 특 

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열전대의 신속한 응답시간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림 6.8과 같은 실험장치를 고려하였다. 실험장치는 소륨을 저장 

하고 소륨루프에 소륨을 공급하기 위한 소륨 공급탱크 소륨을 유통시키기 

위한 전자펌프， 소륨루프내 불순을 정화시키기 위한 콜드트랩과 응답시간 

_Q_ 
'2. 계측하기 위한 LCSR(Loop Current Step Response)장치， 그리고 측정 

결과를 처 리 하기 위 한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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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열전대의 응답시간 측정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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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rnTS단순화를 위하여 실험수행 개념으로 선정된 강제순환식 증기발생 

시스템에 대한 실험요건이 파악되었으며 특성실험에 사용되는 전열매체 

인 wood metal의 열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실험요 

건서로부터 고온， 중간， 저온유체를 순환시키는 실험장치의 예비 P&ID 

를 작성하였으며， 장치구성을 위해 전열관 배열， 장치제작방법， 조립순서 

도 등이 작성됨으로서， 당초 계획된 연구내용이 달성되었다 . 

• SWR 중/후반기 거동특성 실험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 초기부터 설계 부서 담당자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이론 및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 최상의 실험요건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목적에 합당한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함으로써 연구개발 목 

표를 100% 달성하였다. 

• 당해 년도의 thermal striping 특성실험은 자유액면의 요동과 주기를 측 

정하는 것이다. 기존 실험장치를 보완하여 실험인자인 실험부 직경 5종 

류， 주입노즐 직경 5종류， 평균수위 4종류 및 유량 5종류에 대한 측정을 

완료하였다. 부차적으로 자유액면에서 액면요동으로 인하여 공기가 물 

속으로 혼입되는 임계조건을 측정하기 위하여 120회의 보충실험을 수행 

하였고， 이 임계조건을 기술하는 실험식을 개발하였다. 액면요동의 진동 

수와 진폭은 차기연도에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고속 데이터 수집 능력 

(l~samples/sec)을 갖추도록 DSP 장치 셋업이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 

을 통해 물 누출 감지장치의 성능이 확인되어 소음 분석 툴 제작에 활 

용하였다. 이 툴을 이용해 누출 감지 논리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소음 특성 인자를 추출하여 지속적인 소음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 

다. 이번 소음 분석 기술은 방호 계통 개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 

료가 되었다. 

• 고온 소륨 유동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차압 및 유속 측정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측정기술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고 

온 소륨의 배관유동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차압 및 유량 측정 신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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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함으로써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안된 신기법은 추후 타당 

성 검증시험을 통하여 그 정확성이 입증되면， 기존의 소륨 실험장치 및 

액체금속 활용 장치 둥의 간소화 및 유동장 측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복합 열전달모드에서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측정법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및 기본특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오차 요인 

을 분석하여 측온환경 및 측온시스템에서의 온도 측정 최적화 방안과 

실험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복사， 대류， 전도의 복합적인 전열모드가 있는 

측정환경에서의 정밀한 온도 측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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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유체분야에서 검토 제시된 IHTS단순화 계통개념인 전열관다발 이중배 

치 증기발생기 구조개념은 새로운 개념으로서 실험부서에서는 이에 대 

한 기본개념이 파악되었으며 실험요건서를 분석하여 장치제작을 기초작 

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본자료용 전열시스템에 대한 장치제작 및 시운 

전과 본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으로부터 생산된 자료를 설계분야에 전달 

함으로써 새로운 구조개념의 증기발생기의 전열작동성 평가 및 분석방 

법론 개발/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 설계 및 제작된 SWR 중/후반기 계통거동특성 실험장치는 차기 년도에 

SELPSTA 코드의 해석모형에 대한 실험적 검증자료를 생산하는데 활용 

하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들은 유체분야와 공동으로 분석 조사함으로써 

향후 KALIMER 증기발생기 계통 설계 및 해석에 반영할 것이다. 

• Thermal striping 실험에서 얻은 가스혼입 임계조건 실험식은 액체금속 

로의 유체설계에서 노심 내부에서의 유동과 자유액면의 높이를 설정하 

는데 한계조건으로 활용되며 액면요동의 주기와 진폭에 관한 특성은 액 

체금속로 원자로 용기의 설계와 열피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 

• 소륨-물 누출에 관한 음향 분석 기술과 음향 감지장치는 음향법에 의한 

감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비한 물 공급시스템 차단 경보시 

스템 설계를 위한 계통 방호의 기본개념 설계에도 연계하여 적용될 것 

이다. 

• 제안된 차압 및 유량 측정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적용가능 

성이 확인되면， 시작품개발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소륨 실험장치 및 액체 

금속 활용장치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실용화 연구를 통하여 기 

업체에도 기술을 이전하고자 한다. 

• 복합 열전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은 소륨 관련 실험장치 및 기 

타 실험장치에서의 정밀한 온도 측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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