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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Density

 = Velocity

 = Static pressure

  = Gravitational acceleration

 = Internal energy

 = Effective conductivity

  = Temperature

 = Molecular viscosity

 = Upstream stagnation pressure

∞ = Ambient pressure

 = Upstream stagnation temperature

 = Ratio of specific heat

 = Mach number

  = Gas constant

 = Turbulence kinetic energy

 = Turbulence dissipation rate

 = Nozz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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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able to maintain safety even in the event
of design-basis accidents such as high-energy line breaks. The high-pressure steam jet ejected from the broken
pipe may cause damage to the adjacent structures. The ANSI/ANS 58.2 code has been adopted as a technical standard 
for evaluating the jet impingement load. Recently, the U.S. NRC pointed out the non-conservativeness of the ANSI/ANS
58.2, becaus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blast wave effect, dynamic behavior of the jet, and oversimplifies
the shape and load characteristics of the supersonic steam j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method for the high-energy line break accident. In order to evaluate the behavior of supersonic steam jet, an appropriate
numerical analysis technique considering compressible flow effect is needed.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methodology
for evaluating supersonic jet impingement load was developed and verified. In addition, the conservativeness of
the ANSI/ANS 58.2 model was investigated using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ology. It is estimated that the
ANSI jet model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physical behavior of under-expanded supersonic steam jet and
evaluates the jet impingement load lower than CFD analysis result at certain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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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k pressure

 = Critical pressure

 = Critical mass flux

 = Enthalpy

  = Entropy

  = Specific volume

 = Equilibrium thermodynamic quality

  = Axial distance from the nozzle exit

 = Radial distance from the axis

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계통, 구조물 및 기기는 고에

너지배관 파단과 같은 설계기준사고 발생 시에도 안

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고에너지배관 파단사

고가 발생하면 폭발파를 동반한 증기제트가 분출된

다.(1) 고온/고압의 증기제트는 파단부 주변의 배관이

나 중요 기기에 충돌하중을 가할 수 있으며, 제트가 

분사될 때 발생하는 추력에 의하여 파단 배관에 추가

적인 하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2) 따라서 고에너

지배관 설계 시 증기제트에 의한 추력 및 충돌하중을 

고려한 설계 건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분출되는 증기제트의 충돌

하중 평가를 위한 기술 기준으로서 ANSI/ANS 

58.2(3)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ANSI/ANS 58.2

는 배관 파단 시 발생하는 폭발파의 영향을 고려하

지 않고 있으며, 제트의 영향 범위 및 충돌하중의 

거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초음속 증기

제트의 충돌하중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4,5) 또한 

USNRC는 기존 ANSI/ANS 58.2의 제트충돌 하중 

평가방식의 비보수성을 지적하면서 제트의 영향범

위 및 충돌하중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배관 

파단 초기에 발생하는 폭발파 및 제트의 동적 거동

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을 언급하였다.(6) 따라서 기존의 평가방식에 비해 

보수적이고 물리적 타당성을 갖춘 제트충돌 하중 

평가 기법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에너지배관 내부는 과열, 포화 및 과냉 상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온/고압의 증기배관 파단 시 초음속 

제트가 형성될 수 있다. 초음속 제트 유동의 형태는 

노즐 출구(파단부)의 압력이 배압(back pressure)보다 

Fig. 1 Typical structure of supersonic free-jet(7)

낮은 경우에는 과팽창 유동(over-expanded flow)으로 형

성되며, 노즐 상류의 압력이 증가하여 노즐 출구의 압력

이 배압보다 높으면 부족팽창 제트(under-expanded jet)

가 형성된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즐압력비

(nozzle pressure ratio, NPR)가 작은 경우에는 제트의 

형상은 연속적인 셀구조(cell structure)로 형성된다. 

반면 노즐 상류압력이 증가하여 노즐압력비가 높아

지면 원판 형태의 마하디스크(Mach disk)가 형성됨

으로써 제트 유동장이 변하게 된다.(8) 또한 초음속 

제트가 구조물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인근에

서 충격파가 형성되는 등의 복잡한 물리 현상이 발생

하므로 초음속 증기제트의 충돌하중 특성 평가를 위

해서는 압축성 유동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치해

석 기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증기제트의 충돌하중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한 수치해석 기법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된 자유제트 및 제트충돌 하중 거동 

특성을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치해석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최종 수립된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ANSI/ANS 58.2의 제트충돌 하중 평가 방식에 대한 

타당성 및 보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초음속 증기 제트의 수치해석 기법

2.1 지배 방정식

고에너지배관의 파단으로 인하여 초음속 증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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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대기 중으로 분사되면 배럴충격파 및 마하디

스크를 포함한 압축성 유동이 형성된다. 이러한 유

동현상을 수치해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배방정

식은 기본적으로 연속방정식(식 (1)), 운동량방정식

(식 (2)) 및 에너지방정식(식 (3))으로 구성된다. 

(1)

(2)

(3)

여기서, 는 응력텐서이며,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4)

본 연구에서 증기는 이상기체(  )로 가정하

였으며, 압축성 유동에 대한 전압(total pressure) 및 

전온도(total temperature)는 아래의 식과 같이 평가

된다.

(5)

(6)

여기서, 은 마하수이며, 식 (7)과 같이 평가된다.

(7)

초음속 증기제트에 대한 난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realizable k-ε난류모델이 사용되었다. 이 난

류모델에서 난류점도()는 식 (8)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 )와 

난류에너지소산율(turbulence dissipation, )을 통해 

평가된다.

(8)

난류운동에너지 및 난류에너지소산율에 대한 수

송방정식은 각각 식 (9) 및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9)

(10)

2.2 CFD 해석 기법

유한체적법 기반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인 ANSYS Fluent(ver.18)를 이용한 

정상상태 압축성 유동해석이 수행되었다. 축대칭 

조건을 이용하여 2차원 해석도메인에 대한 수치계

산이 수행되었으며, 해석영역은 축방향 20D 영역, 

반경방향 10D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해석영역

에 대하여 약 20만 개의 격자가 사용되었으며, 

dynamic gradient mesh adaption 기법을 사용하여 압

력의 구배가 큰 영역에 대하여 더 조밀한 격자가 구

성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압축성 유동 해석 시 밀도기반 솔버

(density-based solver)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밀도기반 솔버는 단상유동(single-phase flow)에만 적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이상유동(two-phase 

flow)에 대한 해석방법론으로 확장을 위하여 압력기

반 솔버(pressure-based solver)를 사용하여 해석방법론

을 수립하였다. 또한 압력-속도 커플링 기법으로서 

couple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Coupled 솔버는 수치

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압축성과 비압축성 유동이 동

시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하여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9)

2.3 경계 조건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파단부를 통과하는 증기의 

유량은 배관 상류의 조건에 따라 특정한 임계값을 

가진다. 즉, 노즐(혹은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동의 

상류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노즐 배압()을 

감소시키면, 유량이 점점 증가하는데 배압이 특정 

압력에 도달하면, 유량은 최대치가 되고, 더 이상 배

압을 낮추어도 유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임계유동(critical flow)이라고 하며, 임계유동 상태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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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Qualitative behavior of critical mass flux

및 배압을 각각 임계유량(critical mass flux, ) 및 임계

압력(critical pressure, )이라고 한다(Fig. 2). 임계유

동 현상은 임계지점에서 유체의 속도가 음속과 같

아짐에 따라 하류 측의 압력 정보가 상류 측으로 더 

이상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10) 

CFD 해석 시 임계유동 현상을 직접적으로 모사

하기 위해서는 노즐(배관 파단부) 상류의 배관 형상 

및 물리현상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석에 필요한 계

산 리소스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즐(배관 파단부) 출구의 임계유량 및 

임계압력을 별도의 계산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CFD 해석의 유량 경계조건 및 노즐 출구 정압 조건

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배관 파단부를 통과하는 임계유동의 유량 및 압

력 평가를 위하여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

을 사용하였다. 임계유량 평가를 위해서는 식 (11)

에 대한 반복계산이 요구된다. 즉,   의 조

건에서부터 배압()을 감소시키면서 유량()이 최

대가 되는 지점(변곡점)을 찾는 과정을 수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임계유량() 및 임계압력()을 평

가할 수 있다. 여기서, (equilibrium thermodynamic 

quality)는 식 (12)와 같이 평가된다.(11)

(11)

(12)

3. CFD 해석 기법의 타당성 검증

수치해석 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대규모 

증기 제트충돌 실험인 Marviken JIT(Jet Impingement 

Test) 실험(12)과 동일한 조건에 대한 검증해석을 수행

하고 실험 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Marviken 

JIT 실험 중 노즐 상류의 상태가 포화증기(ΔTsub < 

3℃) 조건인 test 5(자유제트 실험)과 test 11(제트충

돌 실험)에 대한 검증해석을 수행하였다. 자유제트 

실험(test 5)에서는 제트 분사 영역에 설치된 압력계

부터 축방향 압력(정압)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제트

충돌 실험(test 11)은 노즐 출구로부터 2.15D 위치에 

설치된 원판(직경 2 m, 두께 40 mm)의 표면에 설치

된 압력계로부터 반경방향 압력(전압) 분포를 측정

하였다. 검증해석 시 제트 분사노즐의 직경()은 

0.3 m, 노즐 상류의 정체압력()은 44 bar, 상류 증

기온도()는 529.2 K으로 적용하였다. 

자유제트 실험에 대한 검증해석 결과 중 마하수 

분포를 Fig.3에 나타냈다. 초음속 부족팽창 제트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제트경계, 배럴충격파, 마

하디스크, 삼중점, 반사충격파 및 아음속포켓 등의 

현상이 CFD 해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노즐 출구

로부터 약 5D 지점에서 마하디스크가 형성되고, 마

하디스크 후단에서 마하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원뿔

형의 아음속포켓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제트 

경계의 반경방향 최대 확장 범위는 약 5.8D이며, 배

럴충격파는 최대 약 4.3D의 범위에서 형성된다. 

제트의 중심선에서의 축방향 압력의 변화 그래프

를 Fig. 4에 나타냈으며 이를 Marviken JIT 실험(Test 

5) 결과와 비교하였다. 제트 중심선에서 검출된 정압

(static pressure)은 식 (13)과 같이 제트 상류의 정체압

()을 기준으로 무차원화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서 

∞는 노즐 외부의 대기압력(ambient pressure)이다.

Fig. 3 Contour of Mach number (Free jet, t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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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ee jet test comparison

(13)

노즐 출구에서의 압력은 상류압력의 약 0.58 수준

이며, 약 1.5D 영역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여 마하디

스크 전단에서는 대기압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

로 형성된다. 마하디스크 후단의 아음속포켓 영역

에서는 대기압 수준으로 압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FD 해석을 통해 평가된 자유제트 중심선

에서의 축방향 압력 분포는 Marviken JIT 실험의 결

과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정량적으로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돌제트 실험에 대한 검증해석 결과(마하수 분

포)를 Fig. 5에 나타냈다. 초음속 유동에서는 하류 

측의 압력 정보가 상류 측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

에 제트 상류 영역의 제트 형상은 자유제트 해석결

과와 유사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증기제트

가 충돌판에 수직으로 분사됨에 따라 충돌판의 인

근에서 수직충격파(normal shock)가 형성되고, 제트

가 충돌판에 도달한 이후 반경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충돌판 표면에서의 반경방향 압력의 분포 그래프를 

Fig. 6에 나타냈으며, 이를 Marviken JIT 실험(Test 11) 

결과와 비교하였다. 충돌판의 중심에서는 노즐 상류

압력의 약 0.15 수준의 압력이 형성되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이 점차 감소된다. 그러나, 약 2D 

지점에서 압력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국부적인 압력의 반등은 제트 경계와 배럴충

격파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압축파(compression wave)

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CFD 해석을 통해 

Fig. 5 Contour of Mach number (Impinging jet, test 11)

Fig. 6 Impinging jet test comparison

평가된 충돌제트의 거동은 Marviken JIT 실험(Test 

11)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음속 증기제트에 대한 

CFD 해석기법은 압축성 유동의 물리적 현상을 반

영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초음속 충돌제트 거동 평가 결과

4.1 자유제트 거동 평가

고에너지배관 파단에 의해 형성되는 초음속 증기

제트의 충돌거동 특성평가에 앞서 다양한 노즐 상

류압력조건에 따른 자유제트의 거동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 시 적용된 노즐의 직경()은 0.3 

m이며, 노즐 상류의 정체압()을 6 bar에서 70 bar

까지 변화시키면서 자유제트의 거동 특성을 평가하

였다.

자유제트 거동 해석결과(마하수 분포)를 Fig. 7에 

나타냈다. 노즐 상류압력이 10 bar 이하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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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제트의 특징인 연속적인 셀 구조(cell structure) 

형태의 제트 거동을 보인다. 반면 상류압력이 10 

bar 이상인 조건에서는 마하디스크가 뚜렷하게 형

성되는 부족팽창 제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노즐 상류압력이 증가할수록 마하디스크의 형성 위

치가 후류 방향으로 이동하며, 배럴충격파 및 제트

경계의 직경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트 

중심선에서의 축방향 압력의 변화 그래프를 Fig. 8

에 나타냈다. 부족팽창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조건

(=6 bar)에서는 노즐 출구 후단에서 압력이 급격

히 감소한 뒤 대기압을 기준으로 양압과 음압이 주

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압력의 

요동은 셀 구조의 제트 형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되며 노즐 상류압력이 증가할수록 압력의 요동은 

감소한다. 노즐 상류압력이 20 bar 이상인 조건에서

는 축방향 거리에 따른 압력요동 현상이 거의 나타

나지 않으며, 마하디스크 형성 지점 후단에서 약간

의 압력 상승이 관찰된다. 원자로 정상 운전 시의 

압력 조건이 275 psig(약 20 bar) 이상인 배관이 고

에너지배관으로 분류되므로, 증기 배관 파단 시 분

출되는 제트의 형태는 대부분 부족팽창 제트의 거

동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a) P0 = 6 bar (e) P0 = 40 bar

(b) P0 = 10 bar (f) P0 = 50 bar

(c) P0 = 20 bar (g) P0 = 60 bar

(d) P0 = 30 bar (h) P0 = 70 bar

Fig. 7 Contour of Mach number

Fig. 8 Pressure distribution along jet centerline

4.2 충돌제트 거동 평가

마하디스크를 포함하는 부족팽창 제트의 전형적 

거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류압력 조건(=10 

bar)과 고압의 상류 조건(=44 bar)에 대하여 충돌

제트 거동 해석을 수행하고, 제트 분사 시 충돌판 표

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분포 및 제트충돌 하중을 평

가하였다. 해석 시 적용된 노즐의 직경()은 0.3 m

이며, 원판형 충돌판의 직경은 2 m, 두께는 40 mm이

다. 충돌판은 제트 분사 방향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a) L/D = 0.5 (e) L/D = 3.0

(b) L/D = 1.0 (f) L/D = 5.0

(c) L/D = 1.5 (g) L/D = 10.0

(d) L/D = 2.0 (h) L/D = 15.0

Fig. 9 Contour of Mach number (=1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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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pinging pressure at center of target plate 
(=10 bar)

충돌판의 설치 위치(노즐 출구로부터의 거리)는 

0.5D, 1.0D, 1.5D, 2.0D, 3.0D, 5.0D, 10.0D, 15.0D로 

설정하였으며, 각 상류압력 조건에 대하여 충돌판 

설치 위치에 따른 충돌제트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류압력 조건이 10 bar인 조건에 대하여 충돌판 

설치 위치에 따른 충돌제트 해석결과를 Fig. 9 ~ 

Fig. 12에 나타냈다. 충돌판이 노즐 출구로부터 충

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L/D>5)에는 전형적인 

초음속 부족팽창 제트가 형성되는 것에 반해, 충돌

판과 노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L/D<5)에는 제

트의 형상이 온전하게 형성되기 이전에 제트가 반경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노즐 출구

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1.5D, 2.0D, 3.0D 및 5.0D인 

조건에서는 제트경계가 확장되는 도중에 삼중점

(triple point)이 형성됨에 따라 외부제트(outer jet)가 

Fig. 12 Impinging force acting on the target plate 
(=10 bar)

제트 중심부로 수렴되지 못하고, 충돌판을 따라 반

경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9). 충돌

판 표면의 반경방향 압력분포 평가 결과를 그래프

로 Fig. 10에 나타냈으며, 노즐과 충돌판 간 거리에 

따른 충돌판 중심에서의 충돌압력 해석결과를 Fig. 

11에 나타냈다. 또한, 이를 ANSI/ANS 58.2의 제트 

충돌하중 평가 모델과 비교하였다. 노즐과 충돌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L/D < 1), CFD 해석 결과

와 ANSI 제트모델의 평가 결과가 매우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즐 출구와 충돌판 간의 거리

가 약 1.5D ~ 6.5D인 조건에서는 CFD 해석결과가 

ANSI 제트모델에 비해 제트 중심부의 충돌압력을 비

교적 낮게 예측하고, 제트경계 영역의 충돌압력을 비

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즐 

출구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10D 이상인 조건에서는 

(a) L/D = 0.5 (b) L/D = 1.0 (c) L/D = 1.5 (d) L/D = 2.0

(e) L/D = 3.0 (f) L/D = 5.0 (g) L/D = 10.0 (h) L/D = 15.0

Fig. 10 Radial distribution of impinging pressure (=1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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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해석결과가 ANSI 제트모델에 비해 제트 중심

부 충돌압력을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ANSI 제트모델이 CFD 해석에 비해 제트 후단 

영역에서의 확산각도를 더 크게 예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즐과 충돌판 간의 거리에 따른 제트충돌 하중 

해석결과와 ANSI 제트모델 평가결과를 비교한 그

래프를 Fig. 12에 나타냈다. CFD 해석결과와 ANSI 

(a) L/D = 0.5 (e) L/D = 3.0

(b) L/D = 1.0 (f) L/D = 5.0

(c) L/D = 1.5 (g) L/D = 10.0

(d) L/D = 2.0 (h) L/D = 15.0

Fig. 13 Contour of Mach number (=44 bar)

제트모델 평가 결과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

지만, 전반적으로 CFD 해석결과가 ANSI 제트모델

에 비해 제트충돌 하중을 약 14 % 높게 예측한다. 

상류압력 조건이 44 bar인 조건에 대하여 충돌판 

설치 위치에 따른 충돌제트 해석 결과를 Fig. 13 ~ 

Fig. 16에 나타냈다. 노즐과 충돌판 간의 거리가 

10D 이하인 조건에서는 충돌판 전단에서 발생하는 

수직충격파에 의하여 마하 디스크가 충분히 형성되

기 전에 제트가 반경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3).

충돌판 표면의 반경방향 압력분포 평가결과를 그

래프로 Fig. 14에 나타냈으며, 노즐과 충돌판 간 거

리에 따른 충돌판 중심에서의 충돌압력 해석 결과

를 Fig. 15에 나타냈다. 또한, 이를 ANSI/ANS 58.2

의 제트 충돌하중 평가 모델과 비교하였다. 노즐 출

구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2D 이하인 조건에서는 

CFD 해석결과가 ANSI 모델에 비해 충돌압력을 다소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CFD 해석에

서는 충돌판이 1D ~ 2D에 위치한 경우, 제트경계가 

형성되는 r/D = 2 지점 인근에서 국부적인 압력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ANSI 제트모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즐 출구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3D 이상인 경우에는 CFD 해석결과가 

ANSI 모델에 비해 제트충돌 압력을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6에 노즐과 충돌판 간의 거리에 따른 제트

충돌 하중 평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를 ANSI 제트

모델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노즐과 충돌판이 가장 

(a) L/D = 0.5 (b) L/D = 1.0 (c) L/D = 1.5 (d) L/D = 2.0

(e) L/D = 3.0 (f) L/D = 5.0 (g) L/D = 10.0 (h) L/D = 15.0

Fig. 14 Radial distribution of impinging pressure (=44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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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mpinging pressure at center of target plate (=44 bar)

Fig. 16 Impinging force acting on the target plate (=44 bar)

가까운 조건(L/D=0.5)에서는 ANSI 모델과 CFD 해

석의 제트충돌 하중 평가 결과가 1 % 이하의 오차

를 보이지만, L/D가 1~3인 영역에서는 CFD 결과가 

ANSI 모델에 비해 제트충돌 하중을 약 26 % 높게 

예측한고, L/D가 5 이상인 영역에서는 약 24 % 낮

게 예측한다. 

5. 결  론

최근 고에너지배관의 설계 및 파단 영향 평가에 

대한 기존 평가방법의 비보수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배

관 파단 시 분출되는 초음속 증기 제트의 거동 및 

충돌하중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ANSI/ANS 58.2 제트모델

의 타당성 및 보수성을 검토하였다. 초음속 증기제

트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부족팽창 제트에서 전

형적으로 나타나는 제트경계, 배럴충격파, 마하디스

크, 삼중점, 반사충격파 및 아음속포켓 등의 물리적 

현상을 적절하게 모사하고 있으며, 자유제트 및 제

트충돌 해석 결과는 선행 연구의 실험 결과와 잘 일

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음속 증기제트의 충돌하중 거동 평가를 수행한 

결과, ANSI 제트모델과 CFD 해석의 결과는 전반적

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특정 영역에서 

ANSI 제트모델은 부족팽창 초음속 제트의 국부적

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마하디스크 형성 지점 인근에서의 제

트 중심부 압력 감소 및 제트경계 영역의 국부적인 

압력 증가 현상 등은 ANSI 제트모델에서는 구현되

지 못하였다. 노즐 상류압력 및 충돌판의 위치에 따

라, ANSI 제트모델은 CFD 해석에 비해 제트충돌 

하중을 약 15 ~ 30 % 가량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ANSI 제트모델이 특정 영역에서 

제트충돌 하중을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으며, 고에너지배관의 설계 건전성 제고

를 위해서는 제트충돌 하중 평가 방식에 면밀한 분

석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

속 연구에서는 초음속 증기제트 충돌하중 평가 실

험을 수행함으로써 CFD 해석기법을 추가적으로 검

증하고, ANSI 제트모델의 타당성 및 보수성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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