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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Density

  = Velocity

 = Turbulence stress tensor

 = Turbulence intensity

μ = Turbulence viscosity

  = Deformation parameter

 = Deformation tensor

  = Strain rate tensor

  = WALE constant

Δ = Mixing length for subgrid scales

 = Von Karman constant

 = Distance to the closest wall

 = Critical mas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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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high-energy line breaks in nuclear power plants, supersonic steam jet is formed due to the rapid 
depressurization. The steam jet can cause impingement load on the adjacent structures, piping systems and components.
In order to secure the design integri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load characteristics
of the steam jet generated by high-energy pipe rupture. In the design process of nuclear power plant, jet impingement
load evaluation was usually performed based on ANSI/ANS 58.2. However, U.S. NRC recently pointed out that
ANSI/ANS 58.2 oversimplifies the jet behavior and that some assumptions are non-conservative.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dynamic analysis techniques should be applied to consider transient load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valuation methodology that can analyze the dynamic load characteristics of steam 
jet ejected when high energy pipe breaks. This research group has developed and validated the CFD analysis methodology
to evaluate the transient behavior of supersonic impinging jet in the previous study. In this study, numerical study
on the transient load characteristics of supersonic steam jet impingement was carried out and amplitude and frequency
analysis of transient jet load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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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tical pressure

 = Back pressure

 = Enthalpy

  = Entropy

 = Equilibrium thermodynamic quality

 = Nozzle diameter

  = Axial distance from the nozzle exit

  = Radial distance from the axis

  = Jet impingement load

 = Static pressure

∞ = Ambient pressure

 = Number of sampling data

 = Frequency

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관내의 냉

각재가 급격히 감압됨에 따라 초음속 증기제트가 형

성되며, 파단부 주변의 구조물, 배관계 및 기기에 제

트충돌 하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설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발생하는 증기제트의 하중 특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가 필요하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배관계통 설계 과정에서는 

주로 ANSI/ANS 58.2(1)를 기반으로 고에너지배관 파

단 대처 설계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USNRC는 

NUREG-0800 SRP 3.6.2(2) 등의 문건을 통하여 ANSI/ 

ANS 58.2가 제트충돌 하중의 거동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제트충돌하중 평가 과

정에서 도입된 일부 가정들이 비보수적임을 지적하

고 있다.(3,4) 또한 제트충돌에 의한 동적하중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과도 해석/평가 기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배관 파단부에서 증기제트가 분사되어 구조물에 

충돌하는 경우 제트충돌 지점에서 발생하는 반사충

격파가 제트의 전단층을 교란시킴으로써 제트의 와

류를 증폭시키는 포텐셜 피드백 메커니즘 현상이 나

타난다. 이에 따라 제트의 거동은 불안정해지고 제트

충돌하중 또한 주기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제트충돌하중의 과도적인 거동은 충돌 대상 구조물

의 공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분출되는 증기제트에 의한 동적하중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ANSI/ANS 58.2는 기본적으로 증기 충돌제트 대한 

정적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된 충돌하중에 대하여 동

적하중계수(dynamic load factor)를 취함으로써 등가

충돌하중을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적하중계수의 설정값에 대한 충분한 물리적 근거

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과도하

중의 주파수 특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트충돌

에 의한 구조물의 공진 등과 같은 중요한 물리현상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분출되는 고온･고압의 증기제트의 과도하중 특성

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의 수립이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팀은 선행연구 과정

에서 초음속 충돌제트의 과도적 거동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CFD) 해석 기법을 수립하고 

해석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기 수립/검증된 해석방법론을 적용

하여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발생하는 초음속 증기 충

돌제트의 과도하중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제트충돌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하중 거

동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기법

2.1 난류 해석모델 및 지배방정식

배관 파단부로부터 초음속 증기제트가 분사되면 

압축성 유동 및 강한 난류 유동이 형성된다. 따라서 

유동장 및 온도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충격파로 인

한 압력장의 순간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 기반의 ANSYS 

Fluent를 이용한 압축성 LES (large eddy simulation) 

해석을 수행하였다.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모델은 시간적으로 평균화된 난류 유동의 경

향을 평가하는 난류 근사 기법이다. 반면 LES 모델

은 물리량에 대한 공간적 필터링을 적용함으로써 유

동장을 격자로 해상할 수 있는 성분과 그 이하의 작

은 성분으로 분리하여 평가한다. LES 모델은 격자로 

해상할 수 있는 크기의 와류 성분을 직접적으로 계산하

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유동의 변화가 급격한 비정상 

유동을 평가하는 것에 적합한 난류 근사 기법이다.(5)

LES 모델에서는 솔루션 변수( )를 여과값(fil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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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과 아여과값(sub-filtered value, )의 합으로 

가정한다(식 (1)). 여과된 물리량은 식 (2)와 같이 정

의된다.

(1)

(2)

연속방정식 및 운동량방정식은 식 (3) 및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난류응력 텐서( )는 아

격자 스케일 응력(sub-grid scale stress)을 의미하며, 

식 (5)와 같이 Boussinesq 근사를 통해 모델링 된다.

(3)

(4)

    

(5)

난류점성계수( )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격자 스

케일 모델(sub-grid scale model)이 필요하며, 본 연구

에서는 WALE 모델을 적용하였다. WALE 모델에서 

아격자 스케일 난류점성계수( ) 및 혼합길이( )는 

식 (6) 및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한편, deformation 

parameter ( )는 식 (8)과 같이 계산된다

(6)

(7)

(8)

2.2 경계 조건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파단부를 통해 분출되는 증

기의 유량은 파단배관의 상류 조건에 따라 임계값을 

가지게 된다. 파단배관 내･외부 간의 큰 압력차로 인

하여 초킹(chocking)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임계유동

Fig. 1 Qualitative behavior of critical mass flux

(critical flow)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임계유동 현상을 

수치적으로 직접 모사하기 위해서는 파단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에 필요한 계산 리소스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배관 파단부의 임계유량( ) 및 임계압력( )

을 별도의 계산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CFD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임계유

량 평가 시 식 (9)에 대한 반복계산이 요구된다. 즉, 

의 조건에서부터 배압( )을 감소시키면

서 유량( )이 최대가 되는 지점(변곡점)을 찾는 과정

을 수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임계유량( ) 및 임계압

력( )을 평가할 수 있다(Fig. 1). 여기서, (equilibrium 

thermodynamic quality)는 식 (10)과 같이 계산된다.(6)

(9)

(10)

3. 초음속 충돌제트의 과도하중 평가 조건

3.1 해석 형상 및 조건

직경( )은 0.3 m의 배관의 순시파단(guillotine 

rupture)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배관 파단부로부터 분

출된 증기제트가 원판형 표적판에 충돌하게 된다. 충

돌판의 직경은 2 m, 두께는 40 mm로 설정하였으며, 

충돌판 제트 분사 방향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충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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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he rupture pipe and target plate

표면의 반경 방향으로 동일한 간격의 21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충돌판의 설

치 위치( )가 각각 2D, 3D, 4D, 5D, 7D, 10D, 15D인 

조건에 대한 평가를 각각 수행하였다(Fig. 2). 파단 

배관 내부의 증기는 압력 10 bar의 포화상태이며, 이 

조건에서의 임계유량, 임계압력 및 증기온도는 각각 

101.4 kg/s, 570 kPa, 453.0 K이다.

3.2 수치해석 파라메터

해석영역은 축방향 20D 영역, 반경방향 10D 영역

으로 설정하였으며, 축대칭 2차원 해석이 수행되었

다. 전반적인 격자의 크기는 약 0.05D 수준이며, 해석 

시 사용된 격자의 개수는 약 15만 개이다.

압력기반 coupled 솔버(pressure-based coupled solver)를 

적용한 과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Coupled 솔버는 수치

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압축성과 비압축성 유동이 동시

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하여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7)

해석시간간격(dt)은 0.00001초로 설정하였으며, CFL 

조건(Courant–Friedrichs–Lewy condition)은 Uedt/Δx 

< 0.24 이다. 총 해석시간은 0.6초이며, 충분한 주기

성을 보이는 0.1초 이후의 해석 구간(0.5초)을 샘플링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4.1 자유제트의 정상상태 거동

초음속 충돌제트의 과도하중 거동 평가에 앞서 자

유제트(free jet)의 평균 유동장 분포를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RANS 난류모델(k-ω SST)을 적용한 

정상상태(steady state)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자유제

트 단면에서의 마하수 분포를 Fig. 3에 나타냈다. 

Fig. 3 Mach number contour of steady-state free jet

전형적인 부족팽창 제트의 거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하디스크, 아음속포켓, 배럴충격파, 제

트경계 및 삼중점 등의 현상이 CFD 해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배관 파단부로부터 약 2.2D 지점에서 마하

디스크가 형성되고, 마하디스크 후단에서 아음속포

켓 영역이 형성된다. 아음속포켓은 축방향으로 약 

2.2D 위치에서 3.8D 위치에 걸쳐 형성된다. 배관파단

부 인근 영역에서는 제트가 급격히 팽창하고, 마하디

스크 형성지점 이후에서는 약 5°의 각도로 확산된다.

4.2 충돌제트의 비정상 거동 특성

LES 난류모델을 이용한 과도상태 충돌제트 해석

을 수행하였다. 배관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에 

따라 총 7개 조건에 대한 과도해석을 수행하였다.

특정 순간(t=0.1s)에 파단배관 외부 영역에서 형성되

는 압력의 분포를 Fig. 4에 나타냈다. 배관 파단부 인근 

영역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압력 분포가 형성되지만,

(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4 Snapshot of pressure contour (impinging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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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5 Snapshot of Mach number contour (impinging jet)

마하디스크 후단 영역에서는 제트충돌로 인해 발생하

는 반사충격파에 의하여 제트가 교란됨에 따라 복잡

한 형태의 압력 분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특정 순간(t=0.1s)에 형성된 제트 분사 영역의 마하

수 분포를 Fig. 5에 나타냈다. 마하디스크가 형성되는 

약 2D 지점까지는 비교적 일정한 형태의 유동분포를 

형성하지만 마하디스크 이후의 영역에서는 반사충격

파의 영향을 받은 제트가 불안정한 거동 특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

리가 4D ~ 7D인 조건에서 마하디스크 후단의 제트 

거동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3 충돌제트의 과도하중 특성

충돌판에 작용하는 제트충돌하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진폭 및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는 배관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

리에 따른 시간평균 하중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충돌판의 위치가 2D인 경우 충돌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약 100kN이며, 전단에 의한 운동량 소산으로 

인하여 충돌판과 파단부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

트충돌하중이 감소한다. 충돌판이 15D 위치에 설치

된 조건에서는 2D 위치에 충돌판이 설치된 조건에 

비해 약 18 %의 하중 감소가 나타난다.

Fig. 7에 배관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에 따른 

제트충돌하중의 진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하중의 진

Fig. 6 Time-averaged impinging force

Fig. 7 Normalized amplitude(RMS) of impinging force

폭은 정규화된 RMS 값으로 평가하였으며, 식 (11)과 

같이 계산되었다. 여기서 는 시간평균 하중, 

은 하중 데이터의 샘플링 개수이다.

(11)

배관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

트충돌하중의 진폭이 증가하여 약 5D ~ 10D 거리에

서 가장 높은 진폭을 보인 뒤, 10D 이상의 거리에서

는 진폭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충돌판의 

위치가 7D인 경우에 가장 높은 진폭이 발생하며, 이

는 평균 하중의 약 70% 수준이다.

Fig. 8에 충돌판에 작용하는 시간에 따른 하중의 

변화를 나타냈다. 파단부와 충돌판 사이의 거리가 짧

은 경우에 과도하중의 진폭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으

며 제트충돌 거리가 증가할수록 하중의 진폭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충돌판에 작용하는 제트충

돌하중의 주파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FT 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9).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7D 이하인 조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지배주파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트충돌 거리가 10D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주파수 대역의 랜덤진동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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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트충돌 거리가 7D 이하인 

조건에서는 포텐셜 피드백 메커니즘에 기인한 제트의 

주기적인 섭동이 나타나고, 그 이상의 조건에서는 난

류에 기인한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돌판과 파단부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주파

수의 진동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트

충돌 거리가 증가할수록 과도하중의 지배주파수 대

역이 저주파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제트

충돌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반사충격파에 의해 유발

되는 제트의 와류가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충

돌판에 도달하는 와류의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고주파의 진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제트충돌 거리가 증가할수록 충돌판에 도달하는 

와류의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저주파의 진동특

성을 보인다. 

제트충돌하중의 지배주파수 평가 결과를 Table 1 

및 Fig. 10에 정리하였다. 배관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조건(L/D=2)에서 최대 약 450 

Hz의 주파수가 형성되고, 제트충돌 거리가 약 5D ~ 

7D인 조건에서 가장 낮은 100 Hz 수준의 주파수가 

(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8 Variation of the jet impingement load with respect to time

(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9 FFT results (load amplitude v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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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ominant frequency of the jet impingement 
load with respect to the axial distance of the 
target plate

Table 1 Dominant frequency of the jet impingement 
load

L/D 1st Peak 2nd Peak 3rd Peak

2 166 Hz 302 Hz 450 Hz

3 140 Hz 250 Hz 358 Hz

4 112 Hz 228 Hz 312 Hz

5 98 Hz 192 Hz 270 Hz

7 102 Hz 160 Hz 206 Hz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L/D가 10 이상인 조건

에서는 뚜렷한 지배주파수가 나타나지 않는 광역주

파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4 충돌판 표면의 압력진동 특성

충돌판의 표면의 반경 방향 21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각 지점에서 평가된 

압력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충돌판 표면

에 작용하는 과도하중의 공간적인 분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Fig. 11에 반경방향 위치에 따른 충돌판 표면의 

시간평균 압력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지점에서 평가된 

시간평균 압력은 식 (12)와 같이 파단배관 상류의 정체

압( )을 기준으로 무차원화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서 

는 노즐 외부의 대기압력(ambient pressure)이다. 

(12)

충돌판의 중심부에서 제트충돌압력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이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충돌판 중심부의 압력이 감소하지만 제

트충돌의 영향 범위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 Time-averaged impinging pressure

Fig. 12 Normalized amplitude(RMS) of impinging 
pressure

Fig. 12에 반경방향 위치에 따른 충돌판 표면의 압력

진동 진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압력진동의 진폭은 정규

화된 RMS 값으로 평가하였으며, 식 (13)과 같이 계산되

었다. 여기서 는 시간평균 압력,  은 압력 데이터

의 샘플링 개수,  는 파단배관의 상류 정체압이다.

(13)

충돌판 중심부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압력진동의 진폭 또한 충돌판의 중심부에서 가장 높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진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반경방향으로 약 1D 지점을 

중심으로 국부적으로 높은 진폭의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영역에서 제트의 경계가 형성되고 반사충격파가 

제트경계의 와류 특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배관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7D 이하인 경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제트충

돌 거리가 10D 이상인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충돌판 표면의 평균 압력은 제트충돌 거리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압력진동의 진폭은 

특정한 거리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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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ormalized amplitude(RMS) of impinging 
pressure

Fig. 13에 제트충돌 거리에 따른 압력 진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충돌판의 중심에서 평가된 압력의 진폭은 

제트충돌 거리가 4D인 조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

고, 제트경계가 형성되는 위치(R/D=1)에서 평가된 압

력 진폭은 제트충돌 거리가 3D인 지점에서 가장 높

게 형성된다. 한편, 충돌판 표면 전체에 대한 평균 압

력 진폭은 Fig. 7에 나타낸 제트 충돌하중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14은 충돌판의 중심(R/D=0)에서의 시간에 따

른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충돌판 표면의 

(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14 Variation of the impinging pressure with respect to time (R/D=0)

(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15 FFT results (pressure amplitude vs. frequency, R/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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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은 식 (14)와 같이 파단 배관의 상류 정체압( )

을 기준으로 정규화된 값으로 평가하였다.  

(1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L/D=4의 거리까지는 제트

충돌 거리가 증가할수록 압력의 요동이 커지고 이후 

구간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충돌판 

중심에서 평가된 압력의 주파수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FFT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15). L/D=2 조건과 

L/D가 7 이상인 조건에서는 뚜렷한 지배주파수 특성

이 나타나지 않으며 광역주파수 대역의 랜덤진동 특

성을 보인다. 제트충돌 거리가 3D ~ 5D의 조건에서 

약 192 ~ 262 Hz 수준의 지배주파수가 형성되고, 제

트충돌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고주파 진동에서 저주

파 진동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6에 압력진폭의 피크가 발생하는 제트경계 

지점(R/D=1)에서 평가된 압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전반적인 압력 요동의 진폭이 충

돌판 중심부에 비해 작은 것을 볼 수 있으며, L/D=3 

(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16 Variation of the impinging pressure with respect to time (R/D=1)

(a) L/D = 2 (b) L/D = 3 (c) L/D = 4

(d) L/D = 5 (e) L/D = 7 (f) L/D = 10

Fig. 17 FFT results (pressure amplitude vs. frequency, 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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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ominant frequency of impinging pressure
L/D R/D=0 (center) R/D=1 (jet boundary)

2 - 450 Hz

3 262 Hz 258 Hz

4 232 Hz 228 Hz

5 192 Hz 192 Hz

조건에서 진폭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R/D=1 지점에서 평가된 압력진동의 주파수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FF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7에 나타냈다. 제트경계에서 평가된 압력진동의 진폭

은 충돌판 중심부에 비해 낮지만 비교적 뚜렷한 지배주

파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L/D가 7 이상인 

조건에서는 광역주파수 대역의 랜덤진동 특성을 보이

며, 제트충돌 거리가 2D ~ 5D인 조건에서 압력진동의 

주파수가 약 192 ~ 450 Hz 수준으로 형성된다. 제트충돌 

거리가 증가할수록 저주파의 진동 특성을 보인다. Table 

2에 압력 진동의 주파수 특성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5. 결 론

최근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분출되는 초음속 증기제

트의 충돌하중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평가 방법

인 ANSI/ANS 58.2의 비보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트충돌에 의한 동적하중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과도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 배관계통의 설계 

건전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음속 충돌제트의 과도적 거동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LES 기반의 CFD 해석방법론의 수립 및 검증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수립된 

해석방법론을 이용하여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발생하

는 초음속 증기 충돌제트의 과도하중 특성에 대한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제트충돌에 의해 유발되는 

동적하중의 진폭 및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초음속 증기 충돌제트의 과도하중 특성에 대한 수

치해석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배관 파단부와 충돌판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트하중의 진폭이 증가하며, 10D 이상의 거리

에서는 진폭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 충돌판의 위치가 7D인 경우에 가장 높은 진폭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평균 하중의 약 70 % 수준임.

(3) 제트충돌거리가 7D 이하인 조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지배주파수가 나타나지만, 제트충돌 

거리가 10D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주파수 대역

의 랜덤진동 특성을 보임.

(4) 충돌판과 파단부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주

파수의 진동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제트충돌 거리가 증가할수록 과도하중의 

지배주파수 대역이 저주파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남.

제트충돌하중의 공간적 분포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

돌판 표면에서 반경방향 위치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충돌판의 중심 및 제트경계 형성지점에서 압력

진동의 진폭이 주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제

트충돌 거리가 3D ~ 4D인 조건에서 가장 큰 진

폭이 형성됨.

(2) 충돌판 전체 영역에 대한 평균 압력 진폭은 제트

충돌하중의 거동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압력진동의 주파수는 제트충돌거리가 5D 이하

인 조건에서 뚜렷한 지배주파수 특성을 보이

며, 7D 이상에서는 광역주파수 대역의 랜덤진

동 특성이 나타남. 

(4) 제트충돌 거리가 2D ~ 5D의 조건에서 압력진

동의 주파수는 약 192 ~ 450 Hz 수준으로 형성

되며, 제트충돌 거리가 증가할수록 저주파의 

진동 특성을 보임.

 
초음속 증기 충돌제트의 과도하중 거동을 평가한 

결과, 특정 거리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폭을 형

성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특정 제트충돌 거리 

조건에서 비교적 뚜렷한 지배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하중의 진동이 관찰되었으며, 500 Hz 이하의 저주파 

특성을 가지는 주기적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구조물의 공진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을 통하여 고에너지배관 

파단 시 발생하는 초음속 증기 충돌제트의 과도하중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향후 제트

충돌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하중 거동 평가 시 기반자

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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