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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components and piping of the secondary side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ere 
manufactured carbon-steel and low-alloy steel. Flow accelerated corrosion leads to wall thinning (metal 
loss) of carbon steel components and piping exposed to the flowing water or wet steam of high 
temperature, pressure, and velocity. The feedwater heaters of many nuclear power plants have recently 
experienced sever wall thinning damage, which increases as operating time progress. Several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ave also experienced wall thinning damage in the shell wall around the 
impingement baffle. This paper describes the comparisons between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using 
the FLUENT code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down-scaled experimental facility.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based on several types of impingement baffle plates which are installed in 
low pressure feedwater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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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전 2차측에서 증기발생기로 들어가는 급수

를 배수 및 추기증기로 가열하는 급수가열기는 

1990년 대 초반부터 추기노즐 부근의 동체 벽면

에서 발생하는 국부감육으로 인한 문제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1) 
급수가열기 동체의 국부감육 문제는 고압 및 저

압터빈에서 추기되는 증기가 전열관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된 충격판(Impingement Baffle)에 

부딪친 후 편향되어 벽면에 재충격을 가하는 유

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

한 급수가열기 동체 국부감육 손상은 1990년 이

후에 급증하고 있으며,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발

생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특정 원자

력발전소에서도 최소요구두께 이하의 국부감육 

손상이 발생하여 침식보강용접(Flush Patch Weld)
을 수행한 바 있다. 동 문제로 인하여 국내 전체 

발전소에서 급수가열기 추기노즐 주변의 동체를 

대상으로 두께측정을 하여 국부감육 정도를 확인

한 바 있으며, 타 발전소에서도 문제발생의 소지

가 잠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 최근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발전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몰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초음파 

두께측정(UT : Ultrasonic Test) 검사를 통한 사후 

대책수립이 전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압형 급수가열기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traction steam system

Fig. 2 A Half cross-sectional view 

Fig. 3 Modeled Geometry & Cell Divisions 

동체 내부에 설치된 충격판의 형상에 따른 추기

노즐 주위의 유동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급수 

가열기 추기노즐 주변의 동체 감육의 원인을 유

체유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충격판 모

델에 대해서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설계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 해석 및 실험모델 구성

2.1 해석모델

급수가열기 충격판에 반사되는 유체의 유동 및 

동체 감육 특성 연구를 위하여 상용 전산 수치해

석 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해석모델 구성

은 국내 특정 원자력 발전소 2차측 2번 저압형 

급수가열기를 대상으로 수치해석 모델을 구성하

였다. 2번 급수가열기는 고압터빈에서 추기되는 

증기와 습분분리재열기, 3번 급수가열기 및 저온

재열배수 배관에서 배수되는 물이 동체측으로 유

입되지만 고온, 고압 및 고속의 증기가 전열관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충격판과 동체에 심

한 영향을 미치는 추기라인을 해석대상으로 결정

하였다. Fig. 1은 저압터빈에서 급수가열기로 추

기되는 추기증기계통의 개략도를 나타낸다.(3)

Fig. 2는 해석대상으로 결정한 급수가열기 2A
의 반단면도를 보여준다. 해석범위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체 상단의 절반과 추기라인의 유

량조절밸브 후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충격판을 

동체 내부에 모델링하였다. 동체 내부에 있는 전

열관은 관심대상이 아니므로 해석범위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Fig. 3은 단일블럭(Single Block)으로 구성한 해

석모델의 격자구성을 보여준다. Cell 수는 총 

850,000개이며, 혼합 사면체 유형인 Tet/ Hybrid로 

구성하였다. 급수가열기 내부에 설치되는 충격판

은 그 형상에 따라 감육 현상의 차이를 보기 위

하여 각형과 곡률형 충격판을 채용한 두 가지 경

우에 대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급수가열기 추기노즐로 유입되는 증기의 Re수

를 평가하면 약 2.05×105 이고 추기증기는 충격판 

에 부딪친 후 모든 방향으로 반사된다. 따라서   

해석대상 모델 내부의 구조와 열유동 조건을 고

려하여 물리적으로 적절한 수치해를 얻고자 급수

가열기 내의 유동을 3차원, 비정상상태, 압축성 

및 난류로 간주하였다.
난류 점성모델로는 추기라인에서 유입되는 증

기가 충격판에 부딪힌 후 동체 벽면으로 반사되

어 흐르고 일부는 충격판에서 분리된 후, 후면에

서 재결합되는 유동특성 해석에 적합하다고 알려

진 RNG(ReNormalized Group) k-ε Model을 적용  



Items Unit Value

Steam Temperatures in the Extraction 
Pipeline and the Shell Inlet 100

Steam Velocity in the Extraction 
Pipeline m/sec 9.6 

Density kg/m3 1.29

Viscosity kg/m-sec 1.98×10-5 

Table 1  Boundary Conditions

Fig. 4 Feedwater Heater Model                                            
하였으며, 추기라인과 급수가열기 외벽은 단열조

건을 적용하였다.(4) 난류강도(Turbulence Intensity)
와 난류점성비(Turbulent Viscosity Ratio)는 추기노

즐 전단의 밸브를 감안하여 모두 20%로 설정하

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이산화(Discretization) 기법

으로서 압력에 대해서는 Linear, 모멘텀과 체적분

율에 대해서는 First Order Upwind를 적용하였으

며, 압력-속도 커플링에 대해서는 수렴률 개선을 

위한 SIMPL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급수가열기 및 추기라인 내부의 작동유체는 

1.013×105Pa에서 단상 조건에 대하여 구성하였다. 
입력 경계조건으로 사용되는 추기라인의 유속은 

균일속도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속도계산에는 원

전 2차측의 열평형도에 제시되어 있는 운전 데이

터를 적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경계조건과 물

성치는 Table 1과 같다.(5)

2.2 실험모델

급수가열기 동체 내부의 실제조건을 재현하여 

실험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실험모델을 제작하였다. 상사법칙이란 기하학적 상

사(Geometric Similitude), 운동학적 상사(Kinematic 
Similitude)가 만족되고 무차원 독립변수가 같다면 

결국 무차원 종속변수가 같게 된다는 것이다. 실
험모델은 실제 급수가열기의 크기의 1/2비율로   

축소하여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켰으며, 운동학

적 상사는 원형에서와 같은 방향의 유동과 모형

의 축척비를 모든 방향에 적용하였으므로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식의 레이놀즈 상사법

을 적용한 역학적 상사(Dynamic Similitude)를 성

립시켰다. 역학적 상사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유

체로 실험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조건은 상온 20℃에서의 공기의 물성치를 

적용하였으며, 무차원 파라미터 중 본 실험에 주

요한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Reynolds 수만을 고려

하였다. 운동학적 상사는 원형에서와 같은 방향

의 유동과 모형의 축적비를 모든 방향에 적용하

였으므로 같다고 보았다.
급수가열기 실험모형의 관심부위는 추기라인과 

인접한 동체 내부이므로 동체의 하부는 모형에서 

제외하였으며, 내부에는 충격판과 전열과 및 지

지판을 설치하였다. 실험모형 제작에는 급수가열

기 동체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투명 아크릴

로 제작하였다.
Fig. 4는 상사된 급수가열기 동체의 실험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실제로 특정 원자력 발전소

에서 사용되고 있는 2차측 2번의 저압형 급수가

열기 동체 내부에 설치된 충격판 형상인 각형 충

격판을 Fig. 5와 같이 제작하였다. 그리고 동체감

육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곡률 타입의 

충격판을 Fig. 6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Fig. 7은 급수가열기 동체 벽면에서의 압력분

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급수가열기 모형인 아크릴 

동체 상에 15mm 간격으로 정압공 511개를 뚫은 

것이다.
실험은 먼저 유량공급용 송풍기로부터 추기라

인과 동체에 유량을 공급하여 추기라인과 동체에 

설치된 피토관으로부터 속도를 측정하고, 유량의 

속도가 9.6m/s에 이를 때까지 배관에 설치된 유

량조절부에서 유량을 조절하였다. 유동이 안정된 

후 동체에 설치된 압력공을 통해 각 위치에서의 

압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Fig. 8은 Scanning 
Box를 활용하여 압력을 측정하고 LabVIEW를 통

해 측정된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Excel로 정리

하는 DAQ 시스템을 나타낸다.

3. 해석 및 실험결과

3.1 해석 결과 



Fig. 5   Square Shape Impingement Baffle

Fig. 6 Curved Shape Impingement Baffle

Fig. 7 Pressure Measuring Hole

Fig. 8 DAQ system (data acquisition system)

Fig. 9 Pressure distribution 
(Square Shape Impingement Baffle)

Fig. 10 Pressure distribution
 (Curved Shape Impingement Baffle)

해석결과로서 Fig. 9는 저압형 급수가열기에 대

하여 각형 충격판을 설치시 동체 벽면에서의 국

부 압력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에 표기된 숫자의 

단위는 Pa이다. 여기서 (+)x 방향은 동체 오른쪽

으로 원주방향, (+)y 방향은 동체 중심에서 벽면

을 향하는 방향이며 (+)z 방향은 동체 축방향을 

나타낸다.
 Fig. 9에서 각형 충격판을 설치한 경우, 두 개

의 추기노즐 사이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의 상부에 위치한 추기노

즐에서 들어온 유체와 하단의 추기노즐에서 들어

온 유체가 충격판에 부딪힌 후 동체와 부딪쳐 발

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Fig. 10은 곡률 충격판 설치시 저압형 급수가열

기 동체의 압력 분포이다. 각형 충격판 설치시 

보였던 추기노즐 사이의 높은 압력 발생지점의 

압력이 낮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곡률 

충격판의 형상으로 인하여 유체가 z축 방향으로

의 흐름보다 반경방향인 x축 방향으로의 흐름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두 그림을 비교하면 각

형 충격판의 경우보다 곡룰 충격판의 경우에 x축 

방향으로 최대 압력지점이 추기노즐에서 보다 멀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형 충격판은 가

로방향의 길이가 평판 충격판에 비해 약 2배 길



Fig. 11 Pressure distribution resulting form experiment
(Square Shape Impingement Baffle)

Fig. 12 Pressure distribution resulting form experiment
(Curved Shape Impingement Baffle)

어서 유체가 충격판에 충돌한 후, 동체에 부딪치

게 되는 거리가 가까워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

다. 또한 곡률 충격판의 경우 추기된 유체가 각

형 충격판과 다르게 급격한 유동의 변화를 보이

지 않고 곡률 충격판의 경사면을 따라 완만히 흘

러 동체에 부딪힘을 알 수 있다. 

3.2 실험결과

저압형 급수가열기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

과,  두 개의 추기노즐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으로 

인해 동체에 부딪치는 유동분포가 넓은 영역에 

걸쳐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은 각형 충격판을 설치한 경우 동체 내

부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형 충격판

의 경우 해석결과와 유사하게 추기노즐 사이에서 

가장 높은 압력 분포가 나타났다. 또한 충격판의 

끝단에서부터 압력값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서 압력값의 단위는 mmAq로 가장 

높은 값은 23.13 mmAq로 추기노즐사이에 충격

판이 반경방향으로 끝나는 지점에 나타났으며 데

이터 전체의 평균 압력값은 13.55mmAq로 나타났

다.
Fig. 12는 곡률 충격판 설치시 동체내부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반경방향에 대하여 충

격판의 끝단부에 압력이 높게 분포된 점으로 미

루어 해석에서 확인하였던 압력분포와 유사한 실

험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석값

과 마찬가지로 각형 충격판에서 보였던 추기노즐

사이의 높은 압력분포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체

가 곡률 충격판의 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린 지점

에서 압력이 높게 분포되었다. 
각형 충격판과 압력값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압력값은 7.41mmAq로 각형 충격판과 마찬가지로 

추기노즐사이에 충격판이 반경방향으로 끝나는 

지점에 나타났다. 또 데이터 전체의 평균 압력값

은 2.66mmAq로 각형 충격판에 비하여 전체적인 

동체압력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선행 감육연구 결과에서도 유체가 재료 벽면과 

수직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감육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곡률 충격판이 

각형 충격판에 비해 동체 감육면에서 개선된 충

격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3 해석 및 실험결과의 비교

급수가열기 동체 내부의 압력분포에 대하여 수

치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해석과 실험값에 대하여 

상응하는 위치에서의 결과를 Excel파일로 비교하

여 그래프로 각각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절대값의 차이는 다소 나타

났지만, 모든 경우에서 해석값과 실험값은 유사

한 압력분포 경향을 나타냈다. Fig. 13은 각형충

격판을 적용한 저압형 급수가열기에 대한 해석과 

실험값을 수평방향(Z축)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고, 
Fig. 14는 곡률 충격판을 적용한 저압형 급수가열

기에 대한 해석과 실험값을 수직방향(X축)에 대

해서 비교한 것이다. 
실험과 해석의 한 열을 선정하여 서로 비교하

였고 두 그래프의 형상이 다른 이유는 다른 열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압력이 

집중되는 부위의 위치의 경향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압력값에 대하여 살



Fig. 13 Comparison experiment and analysis
(Square Shape Impingement Baffle)

Fig. 14 Comparison experiment and analysis
(Curved Shape Impingement Baffle)

펴보면, 곡률 충격판에서의 압력값이 각형 충격판

에서의 압력값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원자력 발전소 2차측의 터빈에서 추기되는 유

체로 인하여 급수가열기 내벽이 감육되는 현상을 

유체유동 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상용 수치해석 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저압형 급수가열기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실
제 급수가열기를 1/2비율로 상사한 실험모델로 

실험을 수행하여 압력분포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저압형 급수가열기 내부 유동에 대한 수치해

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확

인하였다. 급수가열기 내부로 유입된 추기증기는 

급수가열기 내부의 전열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설치된 충격판에 부딪치고 뒤쪽 추기라인 노  

                                              
                                              
                                              
                                              
                                            

즐에서 발생한 유체의 유동으로 인하여 동체 벽

면에 수직으로 부딪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2가지 형태의 충격판에 대한 실험과 해석에

서 곡률 충격판이 각형 충격판보다 동체 감육 측

면에서 개선된 충격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러한 연구 결과가 발전소 급수가열기 손상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설계개선과 동체 감육손상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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