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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Model constants
 = Internal energy
  = Gravitational acceleration
 = Generation of turbulence due to buoyancy
 = Critical mass flux
  = Production of turbulence kinetic energy
 = Enthalpy
 = Turbulence kinetic energy

 =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 Mach number
 = Static pressure
  = Upstream stagnation pressure
 = Back pressure
 = Critical pressure
 = Gas constant
 = Entropy


  = User-defined source
 = Temperature
  = Upstream stagnation temperature
 = Time(s)
  = Overall velocity vector
  = Velocity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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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leakage in nuclear power plants could cause a variety of problems, it is very critical to monitor leakage from

the safety point of view. Accordingly, a new type of leak detection system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and flow
characteristics of the sampl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are investigated by using numerical analysis as a p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eam mass fraction varied according to the effect
of the gap between the insulation and piping component, transportation velocity, and material properties of porous
media during the sampling and transportation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flow characteristics of the sampl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and its design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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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fic volume
 = Equilibrium thermodynamic quality
  = Coordinate component
  = Dilatation dissipation
 = Ratio of specific heat
 = Turbulence dissipation rate
 = Molecular viscosity
 = Density


  = Turbulent Prandtl numbers for k and ε
 = Stress tensor

1. 서  론

원자력발전소 1, 2차 계통은 많은 배관과 밸브 및 

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관의 감육이나 기기 

진동에 의한 피로파손,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원자로냉각재 누

설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1~3). 국내에서도 운전 중인 

원전 내 증기발생기 배수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사

례가 있었다. 2008년 정상운전 중인 고리원전 3호기

에서 증기발생기 B측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이 발생

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리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의 

수실 배수배관에서 누설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4,5). 이와 같이 원

전의 운전제한조건 이상인 미확인 누설이 발생하게 

되면 원전의 운전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방사

능 물질의 누설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으

므로 미확인 누설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가압경수로에서는 규제지침(KINS/RG-N06.01)

에 의거하여 1 gpm 수준의 소량 누설을 1시간 이내 감

지하기 위해 격납건물 공기 중 방사능 계측, 습도변화, 
수조의 수위변화를 이용하여 누설을 감시한다. 하지

만 최근 원전에서 발생한 누설사례를 통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원자로 누설감시계통의 소량 누설감시 성능

이 충분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량 누

설감시를 위한 기술 개선이 요구되었다(6).
이에 따라서 미확인 누설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3년간의 연구를 거쳐 

음향누설감시계통(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을 

개발하였고, 2012년에는 영상신호를 이용한 원전

Fig. 1 Schematic diagram of leak detection systems

배관누설감시 기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미확인 누설을 실시간 급으로 감시하

기 위한 누설감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6).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소량 누설감시 

시스템의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격납건물 내 주요 

기기 인근 및 배관에 이송배관과 포집부가 포함된 

포집시스템을 병렬로 설치한다. 포집시스템은 누설 

발생 시 증기가 포집부 내부로 자연 유입되면, 주기적

으로 순환공기를 공급하여 포집부 내부로 유입된 고

습도 공기를 이송계통을 통하여 습도 감지 센서로 이

동시킨 후 습도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누설여부를 감지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배관 누설 발생 시 포집부 

입구를 통하여 유입되는 고습도 공기를 이송하는 과

정에서 저습도의 순환공기와 고습도 공기의 혼합/확
산이 발생하므로 포집부 입구에서 유입된 고습도 공

기는 이송 과정에서 습도가 점차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누설감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이러한 현

상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기반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배관 누설 발생 시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을 먼저 해석

하고, 본 해석 결과를 입력 조건으로 활용하여 포집시

스템 내 습공기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소량 누설감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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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시스템은 배관과 단열재 사이에 설치하게 된

다. 배관 외부는 단열재와 외부 케이싱으로 덮여 있

으며, 포집시스템은 배관과 단열재 사이에 설치된

다. 누설 발생 시, 배관 내 증기가 누설되면서 배관

과 단열재 사이의 갭이나 단열재를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로 해석을 나누어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누설 발생 시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첫 번째 해석에서 단열재 및 갭 영역 내 포

집시스템의 포집부 입구 위치에서의 해석 결과를 

두 번째 단계 해석의 입력 조건으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포집시스템 내 습공기 거동 해석

이 수행되었으며, 포집시스템의 포집부 외부에서 

내부로 습공기가 자연 유입된 후 이송하는 과정을 

해석하였다. 

2.1 지배방정식

배관에서 고온·고압의 증기가 누설되면, 누설부에

서는 증기 제트와 같이 압축성 유동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압축성 유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

해석 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식 (1)), 운동량방

정식(식 (2)) 및 에너지방정식(식 (3))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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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시 증기는 이상기체(  )로 적용하였으

며, 압축성 유동에 대한 전압(total pressure, ), 전
온도(total temperature, )는 식 (4),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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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한 누설 발생 시 단열재 내 습공

기 확산 해석모델에서 단열재 영역은 직관과 유사

한 형태이기 때문에 증기 누설 과정에서 난류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standard k-ε 모델이 사용되었다. 본 난류모델에서 

난류점도(turbulence viscosity, )는 식 (7)과 같이 

밀도, 난류 운동 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 ) 
및 난류 에너지 소산율(turbulence dissipation, )에 

의해 결정된다. 난류 운동에너지와 난류 에너지 소

산율의 수송 방정식은 식 (8), 식 (9)과 같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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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시스템 내 습공기 거동 해석모델의 경우, 포
집부가 장착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직관과 유사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송 과정에서 튜브 내 

평균유속도 최대 4 m/s 이하 수준으로 높지 않다. 내
경 ∅6 mm인 직선 튜브에서 대기압 조건, 온도 

322.04 K, 평균유속 4 m/s일 때 Re 수는 약 1,498이
므로 층류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주요 수치해석 기법

유한체적법 기반의 상용 CFD 코드인 ANSYS 
Fluent(ver. 18)를 사용하여 압축성을 고려한 비정상

상태 해석이 수행되었다. 누설 발생 시 단열재 내 

습공기 해석 시 3차원 해석 도메인을 사용하였으며, 
포집시스템 내 거동해석에서는 축대칭 조건을 적용

한 2차원 해석 도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압력기반 솔버

(pressure-based solver)를 사용하였으며(8-10), 압력-속
도 커플링 알고리즘으로는 수치적 안정성이 높고 

압축성과 비압축성 유동이 공존하는 문제에서 효율



28 최대경･최청열･권태순･어동진

성이 좋은 couple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11). 
배관 누설이 발생할 때 고온의 증기가 배출되며 

이를 포집 후 이송하는 과정에서 증기가 응축수로 

상변화 할 수 있으므로 증기와 공기의 혼합 및 확산 

현상과 더불어 증기의 상변화 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해석 단계로 CFD 해석 시 증기의 응축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로 수행될 검증실험 

해석에서는 증기의 벌크 및 벽면 응축현상과 같은 

상변화 현상도 고려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

한 벽면 응축모델에 대해 검토하고, 벤치마크 테스

트를 수행함으로써 포집시스템 해석에 적합한 응축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12). 

2.3 해석 대상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포집시스템은 배관과 

단열재 사이에 설치되므로, 해석 영역을 단열재와 배

관-단열재 사이 갭, 포집시스템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2 Schematic of pipe insulation and boundary conditions 

for insulation analysis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모델에서 사용된 배

관 단열재의 내경은 ∅89.1 mm, 외경은 ∅249.1 mm
이며, 해당 영역 내에는 포집시스템의 포집부가 3개 

포함되도록 단열재의 길이를 4 m로 설정하였다(Fig. 
2). 누설은 해석 영역의 중심부의 배관 하부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때 누설부는 직경 

∅1 mm인 원형 홀로 모델링하였다. 배관과 단열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갭을 고려하기 위하여 갭을 

두께 2 mm의 환형으로 모델링 하였다. 누설 발생지

점에서는 누설된 증기가 단열재에 충돌함에 따라서 

배관과 단열재 간의 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갭

의 두께를 4 mm로 증가시키고, 오목한 형태로 모델

링하였다.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 시에는 복합 

격자계를 사용하여 3차원 격자를 모델링하였다. 누
설부 인근에는 누설 증기가 분출되기 때문에 매우 

조밀한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해석 해의 구배가 크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벽면에는 레이어(layer) 
형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본 해석을 위하여 성긴 

격자에서부터 조밀한 격자까지 5 종류의 격자를 모

델링하여 격자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해석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4번
째 격자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해석 영역에 사용

된 총 격자는 약 4,911,665 개 수준이다.
개발 중인 누설 포집시스템의 개념도는 Fig. 3과 

같다. 포집시스템은 다공성 재료가 설치된 포집부

와 이송튜브로 구성되며, 배관에서 누설 발생 시 포

집부의 다공성 재료를 통하여 포집시스템 내부로 

자연 유입된 후 이송된다. 포집시스템 내 습공기 거

동 해석에서 사용된 포집부의 내경은 ∅14 mm, 포
집부 하나의 길이는 15 mm이며, 각 포집부는 1 m 
간격으로 설치된다. 이송튜브의 내경은 ∅6 mm이

며, 99개의 포집부를 포함하여 총 길이 100 m 영역을

Fig. 3 Schematic of sampl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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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포집시스템 내 습공기 

거동 해석에서는 정렬 격자계를 사용하여 2차원 격

자를 구성하였다. 포집시스템으로 자연 유입되는 

고습도의 공기의 확산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이

송튜브의 직경에 20 개의 격자가 생성될 수 있도록 

격자 크기를 0.3 mm 수준으로 매우 조밀하게 모델

링하였다. 해석 영역에 사용된 총 격자는 약 

968,950 개 수준이다.

2.4 경계조건

2.4.1  누설 발생 시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에서의 대상은 고온

관을 감싸는 단열재 영역과 배관-단열재 사이의 갭

이다. 이와 같은 고온관에서 누설이 발생할 시 유량

은 상류 배관 조건에 따른 특정 임계값을 보이게 된

다. 누설부를 통과하는 유동에서 임계유동이 형성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누설부의 단

위면적당 임계유량(critical mass flux; ) 및 임계압

력(critical pressure; )을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HEM)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CFD 해석

의 누설부 압력 및 유량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HEM을 사용하여 임계유량 및 임계압력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식 (10)에 대해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배압(back pressure; )과 상류압력(upstream 
stagnation pressure; )의 비가 1인 조건에서부터 배

압을 감소시키면서, 유량()가 최대가 되는 변곡점

을 수치적으로 구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임계유량

()과 임계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13).

  










 (10)

여기서, 는 비체적, 는 엔탈피이며, 하부첨차 

는 입구조건 혹은 정체 조건, 하부첨자 는 포화수, 
하부첨자 는 포화증기-포화물의 상태변수의 차이

이다. 열평형 건도(thermodynamic equilibrium quality; 
)는 다음 식 (11)과 같이 평가된다.

  

  (11)

단열재 내 습공기 해석 시 사용된 경계조건은 Fig. 2와 

같으며, 입력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누설부의 입구

Table 1 Input conditions for insulation analysis
Locations Boundary  conditions

Inlet 
(leakage)

Vapor
Mass flow inlet

 mvapor=0.003853 kg/s, Pc=4,361,643
Pa, total temp.=561.58 K

Droplet
Discrete phase model

mdroplet=0.0003214 kg/s, 
stream # = 600 EA

Outlet  
(insulation & gap) Pressure  outlet (P = 0 Pa)

Insulation outer wall
Convective  heat transfer 

(T=322.04 K, h=10 W/m2 ·K, 
thickness = 1 mm (SUS304))

Gap inner wall Fixed  temp. = 563.15 K

조건은 상류 배관이 563.15 K의 포화증기 일 때 

앞서 기술한 수식(식 (10))을 사용하여 단위면적당 

임계유량 및 임계압력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식 

(10)을 사용하여 계산된 단위면적당 임계유량은 

10,630.2 kg/m2·s이고, 임계압력은 4,361,643 Pa이며, 
건도는 0.923이다. 누설부에서 증기와 액적이 같이 

분사되는 조건이며, 단위면적당 임계유량을 환산하

여 적용된 증기의 유량은 0.003853 kg/s이고, 액적의 

유량은 0.0003214 kg/s이다. 액적은 discrete phase 
model(DPM)을 사용하여 해당 유량만큼 공급하였으

며, 상간 상호작용 및 기화현상이 고려되었다. 단열

재와 갭의 좌·우측 출구는 압력경계 조건을 적용하

였으며, 이 때 게이지 압력은 0 Pa로 설정하였다. 단
열재 외부 표면에는 대류열전달 조건을 부여하였

다. 이 때 주변 온도는 322.04 K로 설정하고, 두께 1
mm인 SUS304로 감싸여있음을 가정하였다. 기체의 

자연 대류 조건에서 열전달계수는 2 ~ 25 W/m2·K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계수로 10
W/m2·K을 사용하였다. 갭 내측면(고온관의 표면)에
는 고온관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하여 290 ℃ 

고정 온도 조건을 부여하였다. 또한 해석 형상 및 

조건을 검토하여 해석 영역의 단면이 반원 형상이 

되도록 절반 형상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대칭

면에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다. 비정상상태 해석 시 

시간간격은 0.005 초를 사용하였다.
배관 단열재의 재료는 glass wool이며, 다공성 매질

(porous media)로 모델링하였으며, 기존 실험 연구에

서 평가된 물성치를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14). 다공

성 매질의 permeability는 원통 좌표계를 기준으로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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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2.69·10-10 m2, 접선 및 축방향에서는 4.66·10-10 m2

를 사용하였으며, porosity는 0.969를 사용하였다. 단열

재의 열전도도는 Fluent의 user-defined function(UDF)
을 사용하여 상대습도의 함수로 모델링하였다. 열전

도도는 상대습도 0 ~ 95 %에서 따라서 반경방향은 

0.0529 ~ 0.1686 W/m·K, 접선 및 축방향은 0.0404 ~
0.0513 W/m·K의 범위로 적용되도록 모델링하였다. 
작동유체는 공기-증기 혼합물액적이며, 공기와 증기

는 이상기체로 가정함으로써 압축성 효과를 고려하

였다. 액적의 경우 원자로 격납건물의 설계 기준온도

인 322.04 K의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배관 단열재의 

재료는 SUS304를 적용하였으며, 이 때 밀도는 7900
kg/m3, 비열은 500 J/kg·K, 열전도도는 16.2 W/m·K
이다. 

2.4.2  포집시스템 내 습공기 거동 해석

개발 중인 포집시스템에서는 단열재 및 갭으로 

유입/확산된 습공기가 포집시스템의 다공성 재료를 

통하여 포집부 내부로 일정시간 동안 유입된다. 이 

후 포집시스템의 입구에 저습도의 순환공기를 공급

하여 유입된 습공기를 이송하는 구동원리로 작동한

다. 포집시스템 내 거동 해석에서는 포집시스템 외

부에서 내부로 누설 증기가 유입되는 확산 모드와 

이 후 순환공기를 공급하여 포집된 누설 증기를 습

도 감지 센서로 이동시키는 이송 모드를 순차적으

로 해석하였다. 
본 해석에서 사용된 주요 경계 조건은 Fig. 4와 같

다. 첫 번째 모드인 확산 모드에서는 포집시스템 입

구에서 유속은 없으며, 출구에는 벽 조건을 부여하

였다. 누설 위치를 가정하여 선택된 3 개의 포집부

에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포

집부 입구 인근의 시간이력 데이터(압력, 온도, 증기 

질량분율)를 입구조건으로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

라서 해당되는 3 개의 포집부 입구를 통하여 습공기

가 공급된다. 나머지 96 개의 포집부 입구는 압력경

계 조건을 적용하고 게이지 압력을 0 Pa로 설정하였

다. 해석의 초기 조건으로 대기압 상태, 온도 322.02
K, 상대습도 20 % 조건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모드인 이송 모드에서는 포집부로 유입

된 습공기가 포집부 입구로부터 약 0.25 m까지 확산

되는 시점(t = 2.5 s)부터 시작된다. 이송 모드에서는 

포집시스템 입구에 순환공기를 공급하였다. 이 때, 
입구의 유속은 1 m/s 또는 4 m/s이며, 순환공기의 온

도는 322.04 K, 상대습도는 20 %이다. 포집시스템 

출구는 벽 조건에서 압력경계 조건으로 변경하였

다. 나머지 벽면에는 단열 벽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2차원 축대칭 조건이므로 포집시스템 중심축에 축 

조건을 부여하였다. 포집시스템 내 거동 해석 시 시

간간격은 0.005 초를 사용하였다.
포집시스템의 포집부 입구에는 2 mm 두께의 금

속성 재질의 다공성 재료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외

부의 유체가 유입되거나 포집시스템 내부의 유체가 

외부로 배출될 때 저항체로 작용하게 된다. 다공성 

재료는 기공 크기(pore size)가 1 ㎛, 2 ㎛인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CFD 해석 시 다공성 매질(porous 
media)로 모델링 하였다. 다공성 매질에 적용된 물

성치는 Carman-Kozeny 관계식과 Ergun 의 관계식

을 사용하여 계산 후 적용하였다(Table 2). 작동유체

는 공기-증기 혼합물이며, 공기와 증기는 이상기체

로 가정함으로써 압축성 효과를 고려하고, 온도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porous media
Pore size

[㎛]
Porosity

[-]
K (Ci=150)

[m2]
CF/K1/2

[m-1]

1 0.20 3.04E-15 28,450,948 

2 0.22 1.32E-14 12,052,342 

Fig. 4 Schematic of boundary conditions for sampl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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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에서는 순환공기의 유속과 누설위치 및 

다공성 재료의 기공 크기에 따라서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수행된 해석 케이스는 Table 3과 같다. 
‘V1-X10m’의 경우 누설이 10 m 위치에서 발생한 

조건으로 9 m, 10 m, 11 m에 위치한 포집부 입구 3
개에 시간이력 데이터를 적용하였으며, 이송 모드 

시 포집시스템 입구 유속이 1 m/s인 케이스이다. 
‘V4-X50m’의 경우 누설이 50 m 위치에서 발생한 

조건으로 49 m, 50 m, 51 m에 위치한 포집부 입구 3
개에 시간이력 데이터를 적용하였으며, 이송 모드 

시 포집시스템 입구 유속이 4 m/s인 케이스이다. 본 

해석에서는 누설부의 위치, 이송 유속, 기공 크기에 

따른 포집시스템에서의 거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3.1 누설 발생 시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

길이 4 m인 단열재의 2 m 지점에서 배관 하부에 

누설이 발생한 조건에서 단열재 내부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단열재와 갭의 좌·우측 출구에서의 유

량, 온도, 증기 질량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Fig. 
5와 같다.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은 갭을 통하

여 출구방향으로 빠져나거나 단열재로 확산되게 된

다. 단열재 출구의 단면적을 100 %로 보았을 때, 갭
의 단면적은 약 1.43 % 수준으로 매우 작게 평가되

지만 유동의 저항이 없으므로 누설된 유체의 약 49
%가 갭을 통해 배출되고, 나머지는 단열재를 통하

여 배출되는 경향을 보인다(Fig. 5(a)). 갭 출구의 경

우 누설 증기가 바로 배출되고 갭 내측에서 가열되

므로 해석 초반부터 고온을 유지하며, 단열재를 통

하는 경우 유량이 많지 않고 단열재 외측은 자연대

류에 의하여 냉각되고 있으므로 서서히 온도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5(b)). 증기의 질량분율

은 갭 출구에서 단열재 출구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누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출구를 통해 증기(질량분율 = 1)만 최종적 배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5(c)). 실제 배관에서는 본 연

구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일정한 두께의 갭이 생기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배관과 단열재 사이나 

포집시스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갭을 통해서 상

당량의 누설 증기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서 포집시스템으로 포집하는 

누설 증기의 양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설계 

Table 3 Analysis cases for sampl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analysis

Case # Pore size
[μm]

Leakage position
[m]

Diffusion mode Transportation mode

Time
[s]

Time
[s]

Velocity 
[m/s]

Inlet temperature 
[K]

Relative humidity
[%]

V1-X10m 2 10 0 ~ 2.5 2.5 ~ End 1 322.04 20

V1-X50m 2 50 0 ~ 2.5 2.5 ~ End 1 322.04 20

V4-X10m 2 10 0 ~ 2.5 2.5 ~ End 4 322.04 20

V4-X50m 2 50 0 ~ 2.5 2.5 ~ End 4 322.04 20

V1-X10m-ps1 1 10 0 ~ 2.5 2.5 ~ End 1 322.04 20

(a) Mass flow rate (b) Temperature (c) H2O mass fraction

Fig. 5 Results at the insulation and gap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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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집시스템의 포집부 입구 인근에서 주요 해석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Fig. 6과 같다. 포집부 

입구의 약 51 %의 면적은 단열재 영역과 연결되며, 
나머지 49 %의 면적은 갭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형

상이다. 따라서 90° 간격으로 포집부 입구에서 0.5
mm 떨어진 지점에 세 개의 모니터링 포인트를 추

가하여 시간이력 데이터를 추출한 후 면적가중평균

을 구하였다. 누설 발생 초기에는 누설 거동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이 후 압력

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Fig. 6(a)). 누설 위치의 

상부에 설치된 포집부 입구(sampling section inlet 2)
에서의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누설 위치의 

좌·우측에 위치한 포집부 입구(sampling section inlet 
1 & 3)에서 압력은 중심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Fig. 6(b)). 증기의 질량분율은 누

설부에 가까운 포집부 입구(sampling section inlet 2)
가 멀리 있는 포집부 입구(sampling section inlet 1 &
3)보다 빠르게 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6(c)). 상기 결과를 보았을 때, 누설 발생 위치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포집부 입구를 통해서도 누

설 증기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포집된 누설 증기를 계측하는 측정부에서 다

수의 포집부를 통해서 들어온 누설 증기를 분석하

는 알고리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해

석결과 중 포집부 입구 인근에서의 시간이력 데이

터(Fig. 6)는 포집시스템 내부 유동 해석 시 3개 포

집부 입구의 입력 조건으로 사용되었다.

3.2 포집시스템 내 습공기 거동 해석

누설 증기가 포집시스템 내부로 유입된 후 이송

하는 과정에서의 유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포

집시스템의 축방향 위치에서 증기의 질량분율의 변

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이송 모드의 

유속, 누설 위치, 포집부 다공성 재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FD 해석이 수행되었다.
누설 위치에서의 증기의 질량분율은 포집시스템

의 총 길이 100 m 중 10 m 위치에서 발생하였을 경

우(V1-X10m, V4-X10m) 보다 50 m 위치에서 누설

이 발생하였을 경우(V1-X50m, V4-X50m)에 약 40 
%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50 m 위치에서 누설 증기

가 유입될 때 포집부 입구로부터 좌우 대칭적으로 

유입 및 확산되지만, 10 m 위치에서 누설 증기가 유

입될 때에는 누설 증기가 비대칭적으로 확산되어 

저습도 상태인 순환공기와 혼합이 발생되기 때문이

다. V1-X50m 케이스에서 증기의 최대 질량분율 

0.855(100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V1-X10m의 증

기의 질량분율은 누설부 0.611(71 %), 출구 0.104(12
%)로 평가되며, V1-X50m에서 증기의 질량분율은 

누설부 0.855(100 %), 출구 0.162(19 %)로 평가된다. 
이는 이송 거리가 짧을수록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공기-증기 간의 혼합 및 증기의 확산 현상이 적

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송 모드에서 순환공기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출

구에서 증기의 질량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7(a), 7(b), 7(c), 7(d)). 10 m 위치에서 누설이 발

생한 경우 누설부에서 증기의 최대 질량분율은 순환

공기 유속 1 m/s 일 때 0.611(71 %) 수준이며, 4 m/s 
일 때 0.615(72 %) 수준으로 유사하지만, 출구에서 

증기의 질량분율은 순환공기 유속 1 m/s, 4 m/s 순으

로 각각 0.104(12 %), 0.032(4 %)로 평가된다(Fig. 
7(a), 7(c)). 이는 순환공기 유속이 증가할수록 속도 

프로파일이 더 길게 형성되므로 누설 증기가 더 넓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집시스템 구축 시 포집

(a) Pressure (b) Temperature (c) H2O mass fraction
Fig. 6 Results at the adjacent sampling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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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습공기를 이송하기 위한 유속이 느릴 경우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상되는 포집시스

템의 총 길이가 100 m 이상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과

도한 저유속 조건은 회피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집시스템 포집부 입구에 부착되는 다공성 재료의 

기공 크기가 감소할수록 포집시스템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7(a), 7(e)). 다공

성 재료의 기공 크기가 2 ㎛인 경우 누설부에 위치한 

포집부에서 증기의 최대 질량분율은 0.611(71 %)이
며, 1 ㎛인 경우 0.255(30 %)로 평가된다. 이는 다공

성 재료의 기공 크기가 감소할수록 다공성 재료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압력강하가 증가하기 때문이

다. 향후 포집시스템 및 측정 계통 구축 시 습도 센서

의 분해능을 고려하여 다공성 재료의 기공 크기를 

선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집시

스템 실험장비 구축 과정에서 CFD 기반의 예비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치해석의 특

성상 다공성 재료의 압력강하 특성을 다소 과대 예측

할 수 있다. 향후 실험이 수행되면, 검증해석을 통하

여 다공성 재료의 특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누설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해석 단계로써 배관에서 소량의 누설이 발생할 때 

고온의 증기가 배출된 후 이를 포집 후 이송하는 과

정을 계산하기 위하여 CFD 기반의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 
배관에서 발생한 소량 누설이 포집시스템의 포집

부로 자연 유입된 후 이송하는 과정을 모사하기 위

하여 누설 발생 시 단열재 내 습공기 확산 해석이 

먼저 수행되었으며, 본 해석 결과를 입력 조건으로 

포집시스템 내 습공기 거동 해석이 수행되었다. 평
가 결과 현재 개발 중인 누설감지시스템의 포집시

스템은 배관에 소량 누설 발생 시 이를 충분히 포집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집시스템의 포

집부 설계 및 측정부에서 사용될 적절한 습도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포집시스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갭의 영향이나 이송 유속 및 포

집부의 다공성 재료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할 것

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축중인 포집시스템 실험장치

에서 실험이 수행된 후 이를 CFD 기반으로 검증 해

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배관에서 소량 누설이 발생하고 이를 포집 후 이송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기의 상변화 현상을 고려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는 누설감지시스템의 포집시스템 및 

(a) V1-X10m (b) V1-X50m (c) V4-X10m

(d) V4-X50m (e) V1-X10m-ps1
Fig. 7 Results of H2O mass fraction by axial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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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해 및 설계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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