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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원전 화전 및 일반 산업플랜트의 배관계에서,
는 유량측정 또는 유량제어를 목적으로 다수의

오리피스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리피스 후.
단에는 오리피스 전후단의 압력차로 인하여 캐비

테이션 이나 플래싱 이 발생될(Cavitation) (Flashing)
수도 있으며 후단의 심한 난류나 와류생성으로,
인하여 유동가속부식 이(Flow-accelerated Corrosion)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손상기구. (Degradation

로 인하여 오리피스 후단에 설치되어Mechanism)
있는 배관에서는 점차 두께가 얇아지는 감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Wall Thinning) ,
정비 없이 방치할 경우에는 배관이 파열되는 사

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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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핀란드의 호기 주급수계통의 유량측5 Loviisa 1
정용 오리피스 후단 플랜지가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1) 년 월에는 일본 미하마, 2004 8
호기 복수계통의 오리피스 후단 배관이 파열되3
는 사건(2)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 발전소에서도 오리피스 후단 탄소강 배관의

감육으로 배관을 교체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설계되고 있는 국내 원.
전에서는 캐비테이션이나 플래싱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판형이 아닌 콘형의 오리피스가 설계

에 다수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에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콘형 오리피스 후단 배관의 감육완화 정도

를 검토하기 위하여 판형과 콘형에 대한 수치해

석을 수행하고 감육 가능성 정도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
하여 판형을 대상으로 유체유동 실험을 수행하고

오리피스 전후단의 국부 차압을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콘형 오리피스에 대해서는 판형 대.

오리피스 유형별 유동가속부식 영향 분석

황경모†․진태은*․김경훈**
Analysis of Flow-Accelerated Corrosion Effects by the Type of Orifice

Kyeong Mo Hwang, Tae Eun Jin and Kyung H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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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itigate the effects of cavitation and flashing, several types of orifices have been installed in the
pipeline of new nuclear power plants. To review the effects of wall thinning caused by flow-accelerated
corrosion by the types of orifices, which are cone and plate, and the relation between flow behavior and
local wall thinning, experiments and numerical analyses for the downstream pipe of two types of orifices
were performed.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erms of static pressure obtained for the experimental faciliti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ree-dimensional (3D) numerical analyses using the FLUENT code. As the
results of review of flow-accelerated corrosion effects based on the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orifice of cone-type can be comparatively mitigated the effects of cavitation and flashing,
but can not be mitigated the effect of flow-accelerated corrosion.

2483



2
신에 콘형 오리피스만 교체하였다는 것을 제외하

고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치해석만을

수행하였다.

배관 유동실험 및 수치해석 검증2.

실험설비 구성 및 실험2.1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판

형 오리피스를 포함한 실험설비를 구성하였다.
실험설비에는 오리피스 이외에 유량공급을 위한

펌프 유로 및 유량 조절을 위한 밸브 물탱크, , ,
배관요소 계측설비 등을 포함하였다 은 실, . Fig. 1
험설비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는 실험설비. Fig. 2
에 설치된 오리피스 형상과 국부압력 측정을 위

한 튜브를 보여준다.
오리피스 전후단의 배관은 유동가시화를 위하

여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나머지 배관은

파이프로 제작하였다 실험은 상온인PVC . 15℃
기압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한 유속(59 ), 1 .℉

은 와 의 두 가지 경우를 채택하0.145m/s 0.245m/s
였다 실험에서는 배관요소 전단과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와의 압력차를 측정하였다 차압을 측.
정한 이유는 배관요소 내부의 유동분포가 국부적

인 압력 차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압력분포

가 수치해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 유동

분포는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관 내의 유속은 오리피.
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 Top View of Experimental Facility

Fig. 2 Orifice Configuration for Experiment

Fig. 3 Pressure Measuring Points

은 오리피스 후단 배관에 대한 국부 차압Fig. 3
측정부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
단의 압력측정 부위는 로 나타내었으Base Point
며 국부 측정부위 는 유체거동 특성을 고, (Local)
려하여 또는 간격으로 설치하였다3cm 6cm .

수치해석 모델구성 및 해석2.2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가 일치하는지의 여

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판형 오리피스에 대하여

실험설비와 동일하게 수치해석 모델을 구성하였

다 는 판형 오리피스와 전후단의 배관에. Fig. 4
대하여 구성한 해석 모델 및 격자구성을 보여준

다 는 판형 오리피스 모델과의 유동특성. Fig. 5
비교를 위하여 구성한 콘형 오리피스 해석 모델

및 격자구성을 보여준다 는 해석모델에 반. Fig. 6
영한 판형 및 콘형 오리피스의 형상을 나타낸 것

이다.
수치해석을 위한 배관요소의 격자는 경계층 영

향분석 결과에 따라 혼합 사면체 유형인 Tet/
를 적용하였으며 격자 민감도 분석결과에Hybrid ,

따라 판형은 개 그리고 콘형은 개271,164 245,708
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수치해석은 차원 정상상. 3
태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난류점성 모델은,

식에서 유도된Instantaneous Navier-Stokes RNG
을 적용하였다(ReNormalized Group) k- Modelε (3).

근접벽 처리 방식은 가장 일(Near Wal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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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적으로 적용되는 을 적용Standard Wall Function
하였으며 수치해석에 적용한 작동유체는,
1.013×105 의 물로 설정하였다 입력 경계조건Pa .
으로 사용되는 입구 유속은 균일속도 조건을 적

용하였다 해석에 적용한 경계조건과 작동유체의.
물성치는 실험조건과 동일하며 과 같다, Table 1 .

Fig. 4 Analytical Model for Plate-type Orifice

Fig. 5 Analytical Model for Cone-type Orifice

Plate Cone
Fig. 6 Orifice Configuration

Table 1 Boundary Conditions

Items Units Values Remarks

Operating Fluid - Water

Density kg/m3 999.2

Viscosity kg/m s․ 0.001139

Temperature ℃ 15

Inlet Velocity
m/s 0.145 Mag. & Direction

m/s 0.245 Mag. & Direction

판형 오리피스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2.3
결과 비교

입구 유속 와 에 대하여 실험0.145m/s 0.245m/s
으로 측정한 판형 오리피스 전후단의 차압을 수

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각 유속에 대한 비교.
결과는 과 에 제시하였다 두 그림에Fig. 7 Fig. 8 .
서 볼 수 있듯이 전단의 기준점 과 각(Base Point)
부위 간에 측정한 차압은 유속 와0.145m/s

에서 모두 수치해석과 유사한 분포를 보0.245m/s
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리피스 직후단. ,
에서 9 부위인 과 까지는 차압이10cm p03 p04
증가하다가 점차 저하된 후 이후부터는 일정p15
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속.

보다 에서 최고점의 차압이 실험0.145m/s 0.245m/s
및 수치해석에서 모두 배 정도 더 크게 형성되3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치해석으로.
도 실제 배관 내부의 유동분포를 충분히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Comparison of Pressure Difference for
Upstream and Downstream of Orifice
(0.14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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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Pressure Difference for
Upstream and Downstream of Orifice
(0.245m/s)

오리피스 후단의 유동특성과 감육영향3.

수치해석 결과3.1
판형 및 콘형 오리피스 모델에 대하여 입구 유

속을 와 로 각각 설정한 후 수치0.145m/s 0.245m/s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속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
조건은 판형과 콘형 오리피스 모델이 동일하다.

는 입구 유속 로 해석한 판형과 콘Fig. 9 0.145m/s
형 모델의 속도크기 분포를(Velocity Magnitude)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판형에서는 구.
멍을 고속으로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콘,
형에서는 오리피스 후단에서 유동이 분산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은 입구 유속 로. Fig. 10 0.245m/s
해석한 속도크기 결과분포로서 오리피스 구멍을

통과한 유속은 입구 유속에 비례하여 증가한 것

을 알 수가 있으며 콘형에서는 유동이 더 많이

분산되고 있는 확인할 수 있다.
은 입구 유속 로 해석한 결과로Fig. 11 0.245m/s

서 기준점과 배관 벽면 각 측정구 사이의 차압을

보여준다 데이터 취득부위는 에서 확인할. Fig. 3
수 있으며 반경방향으로는 배관 반경의 지95%
점이다 오리피스를 통과한 직후에는 차압이 크.
다가 점차 저하되는 형상은 판형과 콘형이 유사

하지만 콘형의 차압은 판형에 비해 훨씬 적은 것

을 알 수 있다 는 입구 유속 및. Fig. 12 0.145m/s
조건에서 해석한0.245m/s Vy를 비교한 것으로서

는 배관벽면으로 향하는 유속을 의미한다 여(-) .
기서 Vy는 반경방향 즉 배관 벽면에 수직으로,

향하는 유속을 나타낸다 그림의 부터 까. p01 p10
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리피스 직후단의 반경방

향 유속은 콘형이 판형보다 더 빠른 것으로 계산

되었다 은 입구 유속 및. Fig. 13 0.145m/s
조건에서 해석한 결과로서 난류강도0.245m/s

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Turbulence Intensity : TI) .
에서 오리피스 후단의 난류강도는 판형보다 콘형

에서 더 크게 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9 Velocity Magnitude Profiles at 0.145m/s

Fig. 10 Velocity Magnitude Profiles at 0.245m/s

Fig. 11 Comparison of Pressur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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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Vy

Fig. 13 Comparison of Turbulence Intensity

해석결과에 따른 유동특성과 감육영향3.2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의 탄소강 배관에서 발,
생하는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감육현상은 마그네

타이트(Fe3O4 의 용해 및 물질전달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유동가속부식의 주요 매체로 작.
용하는 마그네타이트 산화막의 형성과정은 다음

과 같다.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도(rk 는 온도 수소이온 활) ,
동도 및 용액조성에 따라 변하며 용해속도는 아,
레니우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Arrhenius) .

여기서 Ek와 R은 각각 활성화 에너지와 기체상

수를 나타내며, ro는 T 에서의= ∞ rk의 값이다.

그 다음 단계는 용해된 마그네타이트 피막의 철

이온(Fe2+ 이 물의 흐름에 의한 대류 물질전달)
로 인하여 유체 속으로(Convective Mass Transfer)

확산되어 재료의 손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대.
류 물질전달 속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K는 물질전달 계수이며, Cs와 Cb는 각각

표면과 유체 중의 철이온 농도를 나타낸다 위의.
두 단계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유동가속부식

률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3, 4).

이와 같이 유동가속부식은 마그네타이트의 용

해 및 물질전달 과정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난류발생 정도가 심할수록 배관 벽면과 벌크유체

사이의 마그네타이트 농도구배가 더 크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5, 6, 7)에서는 유동이 벽면을 향

하여 수직으로 부딪치는 부위에서 유동가속부식

이 더 심하게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에서 오리피스 전후단의 차압은 콘형이Fig. 11

판형 오리피스보다 훨씬 더 작게 계산된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배관 벽면을 향. Fig. 12
하는 유속이 판형보다 콘형 오리피스 후단에서

다소 더 크게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

며 으로부터 난류강도 역시 콘형이 판형, Fig. 13
오리피스 후단보다 더 크게 계산된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콘형 오리피스는 캐비테이션이나 플래싱과 같은

영향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유동가속부식으로 인한 감육의 영향만을,
고려할 때는 콘형 오리피스 후단의 배관이 감육

에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캐비테이션이나 플래싱의 영향은 본 논문의 관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결 론5.

최근 원전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콘형 오리피

스 후단 배관의 감육 민감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

여 판형과 콘형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감

육 가능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 .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판형 오리피스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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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유동 실험을 수행하고 오리피스 전후단의 국

부 차압을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치해석으로도 배관계통 내부의 유체거동을 충

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콘형.
오리피스에 대해서는 판형 대신에 콘형 오리피스

로 교체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험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판형과 콘형 오리피스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콘형 오리피스를 배관계통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전후단의 차압이 적어 캐비테이션이나

플래싱과 같은 영향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감.
육 영향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판형보다 콘형 오,
리피스 후단의 배관에서 난류강도와 반경방향 국

부유속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 콘형 오리피스

를 설치한 경우라도 캐비테이션이나 플래싱이 발

생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유동가속부식에 의한 감

육 영향은 완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연구로

부터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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