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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해 석 기 술 개 발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Technology



I . 연구과제 개요

대파제명 원자력 안전성 향상 연구

소과채명 얀전해석 기술개발

총괄책임자 유 건 % 여'-'- 구 대과제 1 ， 382 ， 000천훤

소과제책업자 김 동 -ιL「 개발비 소과제 760 ， 802천원

총연구 ’92. 9 - 내부 31 명

기 간 ’97. 5 참 여

연구기간

당해년도 ’ 92. 9 - 연 구 원 외부 21 명

연구기간 ’ 93. 5

II. 요 약 (SUMMARY)

.>

1. 국문요약

(1) 제목

안전해석 기술개발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원전 및 후속기로 예상되는 신형안전로의 안전해석

체제를 화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안전해석 기술의 확보는

완전 설계시 가정환 지나친 보수성올 제거하고， 운전여유도를 충가시켜

경비절감에 의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비상대웅 절차서 (EOP)의 현실적 개선을

폼해 안천성 향상을 도모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년도는 이 과제의 1 단계， 1차 년도 연구로 비냉각재 상실사고

(Non-LOCA)를 비롯한 냉각재 상실사고(LOCA) 해석 71 술 개발과 안전계통 실중

시험 71 솔 개발분야에 관련한 연구률 수행했다.

Non-LOeA 해석기술 분야에서는 국내외 안전해석코드 사용현황올 분석하고，

또 이 과제에서 자체 개발올 목표로 하는 코드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해

참조용으로 사용할 RETRAN-03 전산코드의 도엽추진과 내용분석을 주로

수행하였다. LOCA 해석기술 분야에서는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LBLOCA) 의

최 적 평 가 모텔인 KAERI-REM(REM : Realistic Evaluation Model) 코드를

개발하고， 일차원 LOCA 해석체제 구축방안의 연구와 더불어， LOCA해석에

사용할 전산코드 특성올 비교.분석하였다. 전산코드의 여l 측능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BETHSY 6" 저온관 파단사고 실험올 RELAP5/MOD3와

CATHARE2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모의계산하였다.

그리고 시협기술 개발분야에서는 안전해석 기술개발에 훨요한 열수력

실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측정기술흘 개발하고， 펼요한 설협장치를

설겨11/제작하였으며， 실험 Database 를 구축하였다.

(4)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본 연구결과 국내외 안전해석 기술개벌 현황을 살펴볼 때， 현재 국내의

안전해석기술 수준이 당장은 외국 션전국수준에 미치지논 못하더라도，

Non-LOeA 해석용으로 사용될 비교적 간단한 코드로 부터 자체 개발을

시도함파 동시에， LoeA 해석에 사용할 최적계산용 전산코E는 BETHSY와 같은

대형실험을 대상으로 코드검증을 수행하고 특성을 이해한다면， 목표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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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해석가술의 국내 정확은 l 단계 연구기깐내에 무난히 달성되리라

판단된다. 그라고 KAERI-REM 해석코드는 최적평가 방법에 따른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규제법 요구사항을 만족하도폭 개발되어. 대형냉각재

상실사고해석에 간편하고 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 해년도에 BETHSY

설험에 대해 RELAP5/MOD3 및 CATHARE2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Small LOCA) 모의계산을 수행한 결과， 두 코드가 대부분의 불리척

현상은 비교적 잘 예륙하지만 RELAP5/MOD3 전산코드의 계면운똥량 전달모델은

계속 검증이 요구되는 사향으로 밝핵졌다.

열수력 시햄기슐 분야에서는 기초실험으로서 임계유속장치， 물-공기

이상유동 실협장치， 난류혼합 실협장치， 숭화열전달 설혐장치 둥의

설계/제작올 완료하였고， 엄피던스형 기포율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안전계풍의 모의설험파 관련하여 기본 RCS 열수력 실험장치와 신안전계통검충

실협장치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파제에서 개발된 안전해석기술은 원천의 사고해석을 통해

기폰 완전 뿐 아니라 신형원차로에도 적용되어， 경제성 향상， 안전계통 개선

그리고 EOP의 개선을 통한 사고완화 대책강구애 활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안전해석 기술의 개발은 원전 안전성 확보에 주요한 요소가 되므로， 실험과

병행하여 해석척 방법의 개발 및 개선이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영문요약

(1) Title

Development of Safety Analysis Technology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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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resent research aims at the development of necessary

technologies for nuclear safety analysis in Korea. Establishment of the

safety analysis technologies enables to reduce the expenditure both by

eliminating excessive conservatisms incorporated in nuclear reactor

design and by increasing safety margins in operation. It also

contributes to improving plant safety through realistic analyses of the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EOP).

(3)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year is the first year of the first phase in implementing this

project and studies are going on in three areas , namely , Non-LOCA and

LOCA safety analyses , and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nalysis technologies in the world , is first reviewed

and RETRAI’-03 , the reference code for development of Non-LOCA code in

this project , has been analyzed and implementation of RETRAN-03

introduction is also undergoing at KAERI. In the area of LOCA analysis ,

the development of best-estimate methodology as well as the assessments

of the best estimate codes , namely , RELAP5/MOD3 and CATHARE2 , on ’ BETHSY

6" cold leg break ’ has been performed. including comparison of code

capabil i ties.

In the area of development of experimental technology , development of

measurement technique , design/construction of the facilities and

- 4 -



installation of experimental database , have been done in order to

produce data required in safety analysis.

(4)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 of the overview shows that the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on safety analysis in Korea , does not achieve the same level

as that of advanced countries at the present time. However, its

sucessful settlement will come true within the first phase of this

project , if self development of a relatively simple code which is

adequate for Non-LOCA analysis , is implemented simultaneously with

continuous efforti on assessments of RELAPS/MOD3 and CATHARE2 with

respect to integral experiments like BETHSY as well as on understandings

of characteristics of those codes. The code , KAERI-REM which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best estimate method , satisfie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ECCS so as to apply to large break LOCA analysis

effectively. Overall physical phenomena oberserved in simulation of the

BETHSY experiment , are predicted preferably by two codes. However , the

interfacial model adapted in RELAPS/MOD3 is considered to need futher

investigation.

In the area of th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technology ,

constructions of the basic experimental facilities on critical flow ,

two-phase flow with air/water , turbulent mixing , sublimation heat

transfer , have been completed , incluing development of impedence meter

[

나



for void fraction measurement. The integral test facilities simulating

advanced reactor systems and basic ReS thermal-hydraulics of safety

system, also have been designed.

All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in this project would be applied

to the improvements of plant economy. safety systems and EOP for

accident management in both existing plants as well as advanced ones.

In this regard. safety analysis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reactor safety , and thus the methodology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throughout a long range program in parrell with an

experiment program ,

III ,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기존완전 빛 후속기로 예상되는 신형 안전로의 안전해석

겨술자립을 위한 거술개발을 목표로 수행한다. 안전해석 기술은 가상 사고시

원전 거동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술의 정확도를 높여 가동충 원전의 취약점올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을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

펼수적인 기술이다. 특히 국내 기존원천 뿐만 아니라 후속기로 예상되는

차세대 원전의 채택을 대비하여 안전해석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원전의 과도기

성능과 비냉각채 상실사고 해석가술 개발， 원전의 냉각재 상실 사고해석

거술개발， 기촌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풍 최적평가 기술개발， 그라고

분석기술의 검증과 안전 계통의 성능시험용 열수력 시험기술 개발올 구체적

수행목표로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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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중요성
J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원천 안전성 목표가 사회적， 기술적 여건 변화에 부웅하여 정성적，

정량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안전성 분석체제와 기술개발의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체계화되지 않은 안전해석체제를 자체 코드개발과

기존쿄드 사용및 검중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속적 연구개발율

수행하E로써， 국내기술에 의한 원천설계시 보수성 제거에 의한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고，운전여유도의 체계적 분석에 따른 원전운영의 경벼를

절감하며， 비상대웅 철차서의 현실적 개선을 통해 원전안전성 확보에

신뢰성올 확보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규원전에 대하여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안전성 목표 성취를 위하여 능동적인 대처의 일환이기도 하다.

IV. 연구개발 내용 및 추진현황

1. 원전의 파도기 성능 및 Non-LOCA 분석코드 개발

당 해년도에는 국내외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활용될 안전히I 석체제 구축방안융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체 개발활

Non-LOCA 해석코드의 기본 개발방향 설정 및 구체적 요구조건의 산출올 위해，

참조용 코드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RETRAN-03 전산코드의 도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확보된 코드사용자 지칭을 통하여 코드의 특성 및 구조，

수치해석법， 툴리척 모텔링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입.출력 방식 동의 분석올

- 7 -



수행하였다. RETRAN-03는 열수력 모탤에서 4개의 보존방정식(질량 2, 운동량

1, 에너지 1)과 상간 상대속도 계산올 위해 Slip 모텔을 사용하며， 특히

정상상태 계산모렐이 내장되어 있고，현재까지도 계산능력을 확장중 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전의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코드 개발

안전해석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냉각재 상설사고(LOCA) 해석기술 개발과

최적평가 방법개벌 연구를 수행하였다. LOCA 해석기술 분야에서는 국내외

LOCA 해석코드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일차원 LOCA 해석체제 구축방안올

연구하고， LOCA 해석에 사용활 전산코드 자체의 비교 및 검증과 더불어，

전산코드의 예측능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BETHSY 6" 저온관

파단사고 실험을 RELAP5/MOD3와 CATHARE2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모의

계산하였다. 최적평가 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KAERI-REM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해석도구로 사용하는 데， 이 코드는 각 종 LOCA 관련 실혐융

모사하여， 그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합으로서 코드의 LBLOCA(Large Break

LOCA)에 대한 최적계싼 능력올 정 량화한다. 그리고 KAERI-REM윤 USNRC에서

깨발한 CSAU(Code Scaling , Applicability and Uncertainty) 가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기에논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비상노심

냉각계통의규제법 요구사항음 만족하면서 LBLOCA해석에 간단하고 설용적으로

사용훨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3. 원전 안전계통 실증시험 기술개발

열수력 측정기술 개발올 위한 기초실험으로서 노섬 열수력 특성의 해석에

- 8 -



큰 영향을 미치는 난류혼합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난휴혼합실험에서는 부수로

간의 난류혼합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하며， 이를 위해 실험장치의

설계/제작을 완료하였고. LDV룰 이용하여 실험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숭화열전달 실험에서는 옐전달파 물질전달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복잡한

유동이 발생 되는 핵연료집합체 둥에서의 열전달과 난류에 관한 유동정보를

동시에 얻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열전달 측정기술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우선 기초모텔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며， 연구에 펼요한 실험장치 및

측정장비는 확보 완료하였다. 원자로 냉각재 또는 안전겨l 통에 대한 실종실험

기술개발을 위한 엄계유속실험에서는 blowdown. 증가/물 용축 현상모의률

위한 실험장쳐를 설계/제작할 예정이며， 이상류 blowdown올 통한

임계유속모텔의 검증 및 중기/불 웅축현상 모의를 통한 sparger 설계안 도출

둥에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 연구에 펼수적인 2상유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설협올

수행하기 위해 Air-water 실험설비를 설계/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2상유동시

압력강하와 난류특성， 유동양식 천이둥의 유체역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또한

기포율 측정， 기포의 크기 몇 속도 측정， 유동가시화 둥의 측정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원전계통 모의 소형 열수력실험을 위한 고온고압 다목적 열수력

실험장치는 기존 원전뿐 아니라 차세대 훤전의 사고해석 및 설계검증실험에

필요한 실험자료를 생산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할 예정인데. tube형. rod형

그리고 bundle형의 실험대를 이용하여 임계열유속 실협을 수행하며， 또한

펴동 잔열제거계통의 설계검증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고압중기

방출/웅촉실험을 통하여 고온.고합의 중기/물 방출에 따른 감압 및 ch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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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그리고 종기/불의 접촉에 따른 열전달 현상을 규명하며， 장치 보완후

safety/relief valve 작동 및 성능실험에도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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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계획 대 진도

기 간 여'- 구 기 간 진도율

연구내용 9 10 11 12 1 2 3 4 5 (%)

1. 원전의 과도기 성능 빛 Non-LOCA 뉴 - t- - ..... - ~ - - - ~ - t- - ~ - ..... - 100
분석코드 개발

• 국내외 안천해석기술 현황 빛 •- t- -

안전해석 체제 연구

• RETRAN-03 천산코드 도입추진

및 코드 분석

- 코드도입 추진 l- - I- - t- - 뉴- - - -l- - ~ -

- 코드분석(적용범위， 수치 t- - •- - t- - t- - 뉴. -

해석， 열수력 모텔링)

2. 원전의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기술 I- - I- - •. - •- - t- - t- - r- - •- - t- - 100
개발

• 얼차원 LOCA 해석체제 구축
방안 연구

- RELAP5를 포함한 계통 -- - ..... ‘

분석용 전산코드 분석

- 국내외 LOCA 해석기술 ..... -
개발 현황 ‘

• 최적코드 비교 검증

- BETHSY 6" 파단사고 실험 t- - - -
자료 분석

- BETHSY Loop 실험모의를 t- - ~ -
위 한 RELAP5/MOD3 및

CATHARE 전산코드 입 력

작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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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간 연 구 71 간 진도율

연구내용 9 10 11 12 1 2 3 4 5 (%)

• 모의계산 수행 r- - ,.. -

- 모의계산 결과의 비교 - -- -
분석

3. 원전 안전계통 실중시험 기술개발 뉴- - I- - 뉴- - I- - I- - I- - I- - - - I- - 100

• 기초 혈수력실험

- 난류 혼합현상 뉴- - •. - I- - .... - I- - f- - f- - - - •- -

- 송화 열전달 현상 I- - I- - ~ - 야- - I- - f- ‘ - -- - 뉴- -

총 진 도 율 (%) 10 25 30 40 55 70 80 9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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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

1. 원전의 성능분석 및 Non-LoeA 분석코드 개발

안전해석 기술개발에서 수행한 국.내외 안전해석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볼

때， 외국 선진국의 경우 분리효파 실험올 거쳐 대형 종합갤험올 통해

원전사고시에 예상 되는 불리적 현상의 이해와 비상운전절차서 (EOP)와 관련한

실험척 연구가 약 10년 이전 부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올 확인했다.

해석분야에서도 자체 개발한 최적계산용 분석코드를 이들 실험결과를 이용해

검종합으로써， 코드예측 능력에 태해 충분히 여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원전에도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해석올 수행활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체계적 분리효과실험이나， 대형

종합실험은 수행되지 못했으며， 대부분 외국 선진국의 연구결과나 국제협력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산코드의 경우도

역시 해외에서 도입하여 코드의 곤본적 이해보다는 용용에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코드의 예측능력에 대한 평가나 효드의 근본적인 수정 및 개선에는

아직도 미흡한 단계지만， 볼란서 CEA의 8ETHSY 실험과 같은 대형실험 장치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현채까지 축적된 가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 가능한

Non-LOeA 분석용 코드는 참조코드와 벼교.분석하면서 개발올 시도하고，

동시에 도입된 최척계산용 전산코드의 평가작업올 통해 코드의 성능이해룰

목표로 연구플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벼교적 적은 노력으로 목표로 한

안전해석 기술의 확보는 1 단계 기간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밝힌 현설올 감안하여 안전해석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성능 몇 Non-LOeA 분석용 참조코드안 RETRAN-03 와 도입추진과 특성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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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분야에서 수행되었는 데， RETRAN-03는 열수력 모댈에 있어 4

Equation(질량 2, 운동량 1• 에너지 1)과 Slip 모델을 사용하여 Non-LOCA 뿐

아니라， 얼부 Small LOCA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입력작성 방식이 RELAP Series 천산코드와 유사하여 두 코드간 입력교환이

용이한 잇점을 지녔다.

2. 원전의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코드 개발

최적 계산용 열수력 전산코드인 미국 USNRC의 RELAP5/MOD3와 불란서

CEA에서 개발된 CATHARE2의 예측능력올 평가하며， LOCA시 얼어나는 불리적

현상의 이해를 위해 이플 코드를 이용하여 BETHSY 6" 저온관 따단사고

모의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코드는 전반적으로 주요 불리적현상 및

갑압， 노심 노출 둥과 같은 계통거동은 비교척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눴다. 이툴 계산결과를 살펴볼 때， tOCA시 예상되는 단상파단 유출，

이상(Two-Phase) 파단 유출 및 중기파단 유출에 의한 계통의 감압현상은

비교적 타당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RELAP5/MOD3의 경우 일차계통의

감압시간이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계산되었는 데， 야는 Loop Seal

Clearing 후 노심이 Drycut 되면서 주로 Break Nozzle이 실제보다 조기에

포화증기로 채워져 노심의 붕괴열 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파단부위를 통해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섭에서 잔열발생에 의한

기포발쟁율과 고온관 및 U-튜브를 통한 액적수반과 상관되는 관계로， 쌍간의

계면 운동량 전달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비교적 볼일치를

보이는 세부결과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계면 운동량 전달모텔에 대한

검중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쩍평가방법에 근거하여 개발한 KAERI-REM은 사실 RELAP5/MOD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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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이며， USNRC의 CSAU에 주어진 방법론에 근접하며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실행된다. 야 코드의 실행절차는 첫째 사용에 앞서 선정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과 주요 변수/현상을 먼저 선정한 다음， 전산코드 개발 및 명가흘

수행하논 데， LBLOCA에 대한 전산코드의 모사능력 검증은 코드에 관한 운서의

검토 그리고 관련된 SETIIET의 모사를 풍하여 수행한다. 이 때

Nodalization도 같이 고려하는 데. 이 Nodalization은 표준발전소의 것으로

확정하고 추후 해석에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전산코드와 특정

발전소 및 사고 서나리오에 연관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단계로

KAERI-UEM(UEM: Uncertainty Evaluation Method) 이 라 하며 ’전산코드

불확실성 정량화’와 ’발전소 적용’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3. 원전 안전계통 설증시험 기술개발

열수력시험 끼술분야에서는 원전계통의 모의실험 기초단계로서 엄계유속，

불-공기 이상유통， 난류혼합， 그리고 송화열전달 실험장치 동의 설계와

체작올 완료하였으며 열수력 기본 측정장치 중의 하나언 임피던스형 가포율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안전계통의 모의실험과 관련하여 기본 Res

열수력 실험장치와 신안전계통 겁충실험 장치에 대한 설계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기초시헝 기술은 안전계통 모의실험에서 계통의 작동시

예상되는 불리적 현상의 이해와 실험수행에서 요구되는 측정 방법의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안전해석 기술은 주로 설계중심의 안전해석 분야 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명가방법 확립의 기본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보된 기술은 기존 원전의 설계개선올 통해 경제성 및 안전성올

보완할 수 있으며， 차세대 원전의 안전계통에 대해 설계방향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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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 해석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현재까지

근본적인 평가없이 도입된 EOP의 분석을 통해 국내의 설청애 합당하고 보다

현실적인 사고완화 방법개발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들 해석결과는 또한

시험기술올 통해 검증됨으로써 신뢰성 있는 안전해석거술의 확립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VII. 주요 연구겨자재 사용내역

연 구 기 기 명 활 용 실 적

1. Convex Mini Computer • 기 기설치 I RELAP5 I MOD3

CATHARE 전산코드 설치

• 시험채산 수행

2. PC 486 • 안천해석 계산결과 처려

4. SUN Work Station I • 냉각채 상실사고 모의계산 수행

6. Particle Dynamic I • 유동입자 속도 분석(열수력실험)
Analyzer

7. Constant Temperature I·유속과 난류강도 측정
Ane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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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 개요

대과제명 원자력 안전성 향상연구

소과제명 중대사고 분석 기술개밟

총괄책임자 유 건 를1 ‘;: 연 구 대과제 1, 382 , 000 천원

소과제책임자 김 회 동 개발비 소과제 430 , 587 천원

총연구기간 1992. 9 - 1997. 5 참 여 내부 38 명

연구기간

당해년도 1992. 9 - 1993. 5 연구원 외부 - 며~

연구기간

II. 요약(SUMMARY)

1. 국문요약

i) 연구목척 및 중요성

중대사고 분석기출 개발은 TMI 사고와 같은 왼자력발전소

노섬손상. 용융사고의 몰려.화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실제 원자력발전소외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률 위하여 사고해석모델 개발과 신뢰성어 있는

전산코드의 개발. 검증을 통한 중대사고 분석체제확립과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고완화 및 사고관리방안 평가기술 확립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대사고에 대한 원천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펼수적인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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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대사고 분석기술

개발은 크게 해석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석적

연구에는 현상모델 및 코드개발과 이들 결과를 활용하는 연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사고 분석기술 개발은 중대사고 해석 전산체제

확립올 위한 연구와 중대사고 현상 설중 실험기술 개발 그리고 활용연구인

사고관리 방안 평가 연구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해석척연구는 노내현상인

자연순환연구 현황조사와 노외현상인 노섬용융툴과 냉각재 반웅연구

현황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코드 검총연구로 MELCOR와 CONTAIN 천산코드를

젤치 .검중하였다. 실중설험을 위해서는 노심손상 과정 실험을 위해

다목적연구로의 Loop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격납용기내 중대사고 종합실험을

위한 외국자료의 수짐.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규모 개별효과

실험으로 노심용용물과 냉각재반웅 실험장치볼 제작.설치하고 예비 실험올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파 및 활용에 관한 건의

중대사고현상 해석적연구로서 중대사고연구에서 챙점이 되고 있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내의 자연순환과 노심용융불과 냉각재반용 연구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심용융물과 냉각책 반웅연구는 노심용융물의

냉각가능성， 중기폭발， 중기 및 수소발생량의 여l 측， 노심손상사고 진행에

미치는 영향 둥과 관련된 연구로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냉각재의 첨가시기 및

첨가량 둥을 결정하여 사고완화 및 대처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전산코드의 검증.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는 MELCOR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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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BUS-FP 실험 예비해석올 수행한 결과 MELeOR 코드는 핵연료의 용융양을

실험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 파다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의

대부분은 일차계통 및 격납용기 내에서 침전되고 소량이 부유활 것으로

예촉하고 있다. 중대사고 실험연구로는 다목적연구로에서 과도현상 및

노심손상 설중 시험 수행올 계획하고 었으며 이에따라 Transient Loop 설계를

위한 외국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격납용기내 중대사고 종합

실증시혐 계획 수립을 위환 자료조사도 병행되었다. 개별효파 실험으로는

노심용융불과 냉각재 반용 실험율 위한 실험장치 제작과 예비실험올

수행하였으며 격납용기 내벽에서의 중기용촉현상 실험과 업자의 크기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측정겨술개발이 위탁연구로 수행되어 설험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차기년도에는 계속하여 본 살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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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요약

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analysis

technology is to provide a reliable analytical tool to assess severe

accidents in a nuclear power plant , and to establish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mitigation of severe accidents.

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analysis

technology has been catagorized into three areas: analysis of in-vessel

and ex-vessel phenomena ,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computer codes ,

and small scale experiments on severe accidents. For the first area ,

two specific issues , the natural circulation in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d the fuel-coolant interaction , as an in-vessel and an

ex-vessel phenomenological study respectively , were reviewed to suggest

the further research direction. In the second area , the MELCOR and the

CONTAIN codes have been upgraded and a validation calculation of the

MELCOR has been performed for the PHEBUS-B9+ experiment. The

experimental program in the third area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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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sel and the ex-vessel severe accident phenomena with the in-pile

test loop in KMRR and the integral containment test facility ,

respectively.

iii)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For the analytical study on severe accident phenomena , severe

accident issues on the natural circulation in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d the fuel coolant interaction were reviewed. The fuel coolant

interaction , which could induce an steam explosion , shows key role to

develop the strategy for accident management by determin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oolant injection depending on the accident

progression. As a part of the code assessment and development , the

pre-calculation of the PHEBUS-FPTO experiment using the MELeOR code has

been performed. By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PHEBUS-FPTO , the valid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ELeOR code will be

accomplished.

In the experimental study on severe accidents , a survey of the

experimental facilities for the reactor transient and fuel damage tests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the design of the transient loop in the

KMRR reactor. An integral experimental plan to investigate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in the containment was also proposed. To support the

- 21 -



containment integral experiment program, three separate effect

experiments , the fuel-coolant interaction , the steam condensation on the

containment inner wall and the measurement technique for particle size

and velocity has been started. The experimental facility for the first

experiment was constructed and the preliminary tests has been done. For

the latter two experiments , preliminary tests has been also perfomed and

the main experiment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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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목척

중대사고 분석 기술개발의 목적은 TM! 사고와 같은 원자력발전소

노심손상 빛 용용사고의 불랴.화학척 현상을 규명하고， 설제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사고해석 모델올 개발하고 전산코드를

개발.검중하여 중대사고 분석체체를 확립하며 , 더 나아가 중대사고의 완화 및

사고판리 방안 명가기술 확립올 통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

2. 연구의 중요성

중대사고 분석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원자력발천소에서 노심손상과

용융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주변으로 누출되면 공공의

안천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올 미철 수 있기 때문에 이틀 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술을 개발하여 중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중대사고의 심각성은 이미 1M! 사고와 체르노벌 사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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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한 바 있어 일반 대중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 안천성확보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펼요성이 절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제공동연구인 중대사고연구협력 회원국회의에 참여하여 파악된

원자력 선진국의 주요 중대사고연구 수행분야는 노섬손상과정， 수소연소，

노섬용융물파 냉각재의 반용， 노섬용융불과 콘크리이트 반웅， Source Term ,

격납용기 거동연구 그리고 사고관리연구 동으토 중대사고연구의 추세논

중대사고 현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 특히 격납용기 건전성에 영향올

주는 현장올 중심으로 불확실성올 출이기 위한 실험연구와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독자적 또는 국제공동으로 수행되고 었고

해석모텔의 개발과 더불어 중대사고 전산코드 재벌도 병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미국 NRC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인 중대사고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국에서 수행된 실험연구 결과와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를 도입하여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에 활용하는 동 중대사고

해석 능력의 국내 정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험기술 촉적을 위하여 INEL의

PDF 실험 및 ORNL의 VI 실험둥 질험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 실험기반은 매우 취약하여 독자적인 실험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같이 국내 중대사고연구의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산업의 발닿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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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있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더욱

높아 철 전망어다. 그러므로 원전 중대사고의 영향 둥으로 악화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사회척 신뢰를 다시 획득하여 원자력에 대한 인식올 새롭게

하며， 원전 건설에 의한 안정된 얘너지 수급올 위해서는 중대사고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연구지원이 절실히 펼요하다.

또한 향후 건셜될 차세대 원전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논 중대사고

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안천개념을 도업하여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전건설을 요구하고 있어 이의 해결 및 신안천 개념의 평가를 위해서도

중대사고 분석기술 개발은 펼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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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내용 및 추진현황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대사고 분석기술개발은 크게

해석척연구와 실험적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석적연구에는 현상모텔 및

코드개발과 이둡 결과를 활용하는 연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설험적연구는 노내외 현상 실종 종합시험과 개별효과 실험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금년에 수행한 연구내용은 따라서 해석적 연구인 중대사고

분석코드 개발과 실험적연구인 노내외 중대사고 설험시설 구촉 연구이며 착

연구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갈다.

1. 중대사고 분석코드 개발

중대사고 분석코드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중대사고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의 분제점이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년에는 크게 노내현상과 노외현상 그리고 핵분열생성불 거동

둥으로 구분될 수 있는 중대사고현상 중 톡히 쟁점이 되고 있는 노내현상인

원자로 냉각재계동의 자연순환에 대한 연구현황과， 노외현상연구로

노심용융불과 냉각재반웅 연구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핵분열생성물

거동연구로 프랑스에서 수행하고 있는 PHEBUS-FP 핵분열생성불 거동 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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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의 원활환 활용올

위한 전산코드의 정비작업도 꾸준히 수행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도입된

격납용기 거동해석용 CONTAIN 코드의 최신판을 설치.검충하였으며 MELeOR

코드의 검증작업도 병행하여 코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흘 파악하였다.

다음은 각 분야별 수행 연구내용이다.

가) 노내현상 분석기술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재 상실 풍의 원언으로 노심이 냉각재로부터

노출되는 시정부터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때까지의 주요 과정을 분석하는

노내현상은 노심이 손상.용융되어 노심으로부터 방사능 불질읍 합유한

핵분열생성물올 방뿔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은 물론 공중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주요 과제이며 TMI-2 원천의 중대사고 발생 이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연구흘 수행하여 정확한 노심손상및 용융과정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복잡생 때문에

노내현상은 아직 많은 부분여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노내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현상으로는 핵연료의 온도상숭，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 핵연료 피복재의 부풀읍(ballooning) 및 파손， 산화피복재의

용융파열， 핵연료의 용융， 제어봉 불칠의 용융 둥 노심손상 전반부 현상파

완자로용기 내에서 노섬 용융물과 냉각재와의 굽격한 열전달 과정 (FeI: Fuel

Coolant Interaction) , 노심 용융물로 형 성 된 노심파편충(debris bed)의

형성과 냉각가능성 (coolability) ， 노심 하부에 형성된 노섬파편충의 채용융

및 원자로용기 하부 plenum으로의 재배치 과정， 완자로용기 하부 파손과정 및

파손기구 풍의 노심손상 후반부 현상 그리고 노심 손상시 수반되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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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량의 결정，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과 이송，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 냉각채

계통 내에서 고온중기의 자연순환 현상 둥올 들 수 있으며， 연구결과

노심손상 전반부의 현상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노섬손상 후반부의

현상은 잘 알려져 있지않으며 불확실성이 커서 쟁점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내현상의 정확한 규명은 노심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올 결정활 수 있게 하며 노심손상 과정을 억제하는

방안올 강구하거나 노심손상.용융파정 중 발생되는 수소의 량파

핵분열생성물의 량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하고， 원자로용기 파손시

분출되는 노심용융물의 량， 온도， 구성비 둥을 예측활 수 었어 원자로용기 및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운전원의 중대사고 완화 및 대처방안 정럽에

활용할 수 있다.

당 연구소는 그간 노내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플 수행하여 결파들올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전산코드의 체제를 청비하고 모텔개발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관련 설험연구로서는 노내 종합실험 및 개별효과 실험을

중장기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노내현상 중장기

연구의 그 첫단계로서 가압경수로의 고압 중대사고사 원자로 냉각채 계통

내에서 고온의 중기에 의한 자연순환에 대하여 종합척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TMI-2 원전의 중대사고시 자연순환에

대하여 고찰하고 가합경수로의 고압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및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서 고온 종기에 의한 자연순환 현상에 대한 국내와 연구결과 및

불확실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력 산업계의 설계 반영방안을 분석하고

자연순환에 대한 차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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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현상 분석기술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가 파손된 이후 격납용기 내애서 발생하는

노외현상으로는 cavity 내에서 노심용융물과 냉각채 반웅(FCI : Fuel Coolant

Interaction) , 노섬용용불과 본크리트 반웅(MCCI :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 격납용기 내에서 열수력 현상，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

수소연소， scaling , 격납용기 파손 mechanism 둥 많은 복잡한 현상이 있다.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많은 현상중 노내현상에도 포함되논 노섬용융물파

냉각채 반웅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노내.노외에서의 핵연료와 냉각재 반웅시

발쟁하는 주요 현상과 최근 몇년동안 USNRC를 중심으로한 중대사고 연구협력

프로그램 (Cooperative Severe Accident Research Program : CSARP) 년차

회의에서 발표된 설헝 및 전산코드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연구 방향을 청립하고자 하였다. 핵연료와 냉각채 반용시 주요

현상은 중기폭발， 고온 노섬의 급냉， 노섬파편충 냉각능력， cavity에서의

노심파편충 냉각 둥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이와 판련하여 미국，

일본， 독일 둥에서 수행한 설험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핵연료와 냉각재

반응과 관련한 전산코드인 MELCOR , IFCI 동의 모텔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도 원자력 분야의 중장기 연구 계획의 수랩으로 원전의 안전성 향상

연구 및 중대사고 연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이 연구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 핵분열생성몰 아송 및 방출 실험해석

TMI 사고이후 중대사고시 노심용융사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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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쳐 왔으며 또한 RELAP5. SCDAP, STCP. C에TAIN ， MAAP 둥 많은 검퓨터

코드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중대사고시 핵연료의 용융과 핵분열생성물의

화학반웅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또한 사고의 종류와 발전소에 따라

열수력 조건이 탐라져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모든 현상들올 정확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하， 노섬용용사고시 누출되는 핵분열생생물의

누출， 이동， 침전에 관한 여러가지 현상의 이해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으며， 노심용융사고시 핵분열생생물의

누출량을 평가하는 코드의 개발과 이를 검중하는 실험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핵분열생성불의 거동 실험으로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에서 계획되고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되고 있는 PHEBUS-FP 실험이 있으며 이는 프랑스외

PHEBUS 원자로를 여용한 노심용융사고사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관한 질험 (PHEBUS-FP) 이다. PHEBUS-FP 실험에서는 노성， 일차계통，

중기발생기. 가압기， 격납용기， 외부환경 둥을 보의하여 노샘용용 사고가

얼어났올 때 이송과 침전올 포함하는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계획되어 었다.

PHEBUS 설혐의 첫번째 설험인 FPTO 설험 수행에 앞서 질험결과를 예측하고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비계산은 많은 연구기관에서 여러가지

코드를 가지고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코드의 특성에 따라 계산결과가

다르고 또한 같은 코드라 할지라도 계잔한 그룹에 따라 계산 결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중대사고 해석 코드 사용자의 전문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애서는 마국 NRC가 후원 개발.검증 중인 제 2 세대 source

term 계산 코드인 MELeOR 코드를 활용하여 PHEBUS FPTO 의 예비계산을

수행하고 프랑스에서 수행 예정으로 있는 핵분열생성물 거동 실험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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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MELCOR 전산코드 활용을 통해 이

전산코드의 특성 및 한계성 동을 파악하였다.

라)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도 체체 정비

(1) CONTAIN 코드

중대사고시 격납용기의 거동분석은 일차계통내 냉각재 및

핵분열생성불의 방출， 원자로용기 파손시 노심용융불 분출， 중기폭발，

노심용융불과 콘크리트의 반응， 수소연소， 격납용기 직접가열 풍의 현상에

대한 열수력， 에어로졸 거동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NTAIN 코드는

이러한 격납용기의 거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미국 NRC 후훤하에

Sandia 국럽연구소에서 개발되어 계속 보완 발전되어 왔다. 당실에서는

1987년 12월 이후 중대사고시 격납용겨내에서 발생활수 있는 현상올

종합적으로 해석활 수 있는 CONTAIN 1.10을 도입한 후 국내발전소의 격납용기

거동분석에 이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당질에서 활용하여온

CONTAIN 1.10은 중대사고시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DCH 현상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모의하지 못하며， 다만 노심용융불과

콘크리트와의 반용올 모의할 수 있는 CORCON Mod 2 가 포함되어 있어

노심용융물과 콘크리이트의 반웅 모의가 가능하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얄려져 있다. 금년에는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 해석 모댈과 개선된 CORCON

Mod 3가 첨가된 CONTAIN 1. 12가 도입되어 이를 설치 검중하고 활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격납용가 직접가열에 의한 하중 증가 영향올 해석활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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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LCOR 코드

MELCOR 코드는 STCP 코드의 이용에서 문제가 된 모렐과 코드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SNL에서 새로 개발한 2세대 risk 코뜨로서 현재 version

1.8.1까지 개발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version 1.8.0이 도업되어

활용되고 있다. 당 연구소에서는 코드의 특성과 구조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SUN workstation 에 설치， 검증계산을 수행하여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기간에는 프랑스에서 수행된 노섬손상파정 설험언 PHEBUS B9+ 실험윷

해석하고 질협결과와 비교하여 천산코드의 계속적인 검중작엽올 수행하였다.

2. 노내외 중대사고 질험시설구촉 연구개발

가) 원자로내 과도현상 및 노섬손상 질중시험

현재의 경수로는 급격한 출력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없으나

기동시 또는 제어봉 위치조정 시에논 전체적으로나 국부적으로 연료핀의

발열량이 변화하게 되며 이러한 연료핀의 발열량 변화로 인하여 피복관파

펠렛의 상호작용에 의해 피복관아 파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수로의

운전올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출력급송에 의한

연료핀의 거동을 조사하고 파손한계를 명확히 할 펼요가 었다. 또한

풀력급송에 대해 강한 연료핀올 만들기 위해서나 경수로의 부하추종 운전윷

모의하기 위해서 노내시험 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냉각재 상실사고시

비상노심냉각 계통에 악한 적절한 냉각재악 주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심의 손상과정올 셔험하기 위해서도 질제 핵연료를 대상으로한 노내시험

시설올 펼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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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대부분 시험연구로에서 새로운 연료핀과 조사제 연료핀의 출력

급숭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도 조사시험설비가 개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다목적연구로의 시운전을 1994년말로 예정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경수로 연료핀의 출력급숭 및 싸이콜링

시험올 수행 하기 위한 노내시험 셔설올 KMRR에 설치하여 경수로 안전성

연구의 일환으로 연료핀의 거동， 건전성 및 파손한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년은 노내 시험시셜 설계의 1차년도로 노내 시험시설의 설계에

있어 필요한 데이타를 얻기 위하여 외국 여러 나라의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KMRR 노내시험시설에 펼요한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과제의 개발계획은 실험 및 예비설계， 본설계.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실험 및 예비 설계 단계는 1993년 동안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핵 및 열수력 특성 규명을 위한 실험과 출력 급숭 시험 시설의

구성 장치에 대한 빼비 설계를 실시하며 핵연료 파손 조기 검출에 대한 측정

거술을 확보한다. 수행예정인 실험은 KMRR 원차로내에 설치될 캡슐부위의

고유형상에 따라 규명되어야 할 제반 불성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캡슐내의 냉각재에 대한 전열특성 실험과 열증성자 홉수원인 He-3 가스

압력에 따른 발열량 특성 실험이 있다. 예비설계로서는 앵각수 가압 장치，

수처리 장치， 핵분열생성물 처리장치， He‘ 3 가스 스크련으로 부터 발쟁하는

트리티움의 홉착장치， 스크란 내의 가스압력 조철장치 동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출력급송 캡슐에 대한 독립된 냉각계통의 설계를 위하여

고용고압수 정상상태 루프에 대한 설계경험을 용용토록 한다.

본 설계단계는 1994년과 1995년 전반기까지 위에서 설명한 주요계통에 대한

상세설계가 이루어지며 제작은 1994년 후반기에서 1995년 말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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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하여 1996년 전반기까지 설치 되도록 한다. 시운전은 1996년

후반기 동안 설시하며 정상상태 루프의 시운전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셜바

성능 확언 시협을 수행토록 한다.

나) 격납용기내 중대사고현상 실중 종합시협

중대사고 실험온 실험원자로를 이용하여 실제 핵연료를

실협대상으로 한 노내실협(In-pile Test)과 일반 실험시설을 이용한

노외실험 (Out-of-pile Test)으로 구분활 수 있다. 중대사고 노내실험으로는

앞에서 설명된 다목적연구로 Transient Loop릎 이용한 핵연료의 손상파정과

핵분열생성물 방출설험이 계획되어 있다. 중대사고 노와실햄은 일반

셉험질의 대규모 또는 소규모 칠험시젤을 이용한 중대사고 현상 규명 및 모텔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실험올 포함한다. 격납용기내 중대사고 현상은 원자로

밖에서 일어나는 노외현상(Ex-Vessel)으로 대부분 노외 실험으로 수행된다.

여기서는 격납용기 관련 노외 현상에 대한 종합실험과 개별효과 실험 계획

수립 및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중대사고 노외종합 실험장치 설계를 위해서는 기존 국내외 대형 노외

실험장치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하여 zt 실혐의 특성이 종합실험 장치 설계

계확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조사.분석내용은 독립된 기술

보고서로 발간훨 예정이다. 중대사고 노외종합 실험계획윤 ’ 93 연구년도에는

종합실험시설외 타당성 연구룰 수행하며 그 이후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거쳐 ’96년도까지 종합실험장치의 제작 설치를 완료활 예정이다.

종합질험장치를 이용한 실험계획은 2단계에서 설계시 고려된 현상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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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개별효과 실험은 중대사고 상세현상에 대한 설험 및 모델개발，

노외 종합실험 장치설계에 필요한 자료생산과 기술 축적， 중대사고 계측

측정기술 개발에 목적올 두고 있다. 실제적으로 대규모의 종합실험이

수행되는 데는 실험기술의 개발 및 실험결과 해석올 위해서는 소규모

개별효과 실험야 병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실험 계획과 연계하여

현 l 단계에서 일차척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한 개별효과 실협올 수행할

계획이다.

• 핵연료와 냉각재반용 및 냉각 (Fuel Coolant Interaction , Coolabity)

• 용융노심과 콘크리트 반용(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 용융물의 고압분출 현상 (High Pressure Melt Ejection)

·에어로졸 입자 이송 및 측정 실험

• 에어로졸 Scrubbing 영향 설험

• 격납용기 외벽에서의 중기용축 열전달

개별효과 설협은 현상별로 소형실험장치를 설계 제착하여 독립척인 실험을

수행한다. 이들 중대사고 현상을 단 기간， 소규모 실험으로 모의하는 데는

많은 한계성이 었으므로 관련항목 중 소규모로 가능한 보다 세분화된 특정

현상에 대한 실험으로 기폰 모텔의 취약점올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 현상에 대해 종합실험에서 다시 이루어질 계획으로

종합실험의 예비 실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종합설협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실험절차 개발， 측정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둔다.

일차년도인 금년은 재별효과 실험으로 핵연료와 냉각재 반용 실혐의 파편충

ra”J



형성 실험장치 셜계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실험은 다음 연구년도에

수행할 계획어다. 개별효과 실험은 국내 대학 둥 전문겨관의 연구인력의

활용 빛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위탁연구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증거용축 현상과 입자의 이송 계측에 판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위탁연구는 ’95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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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계획 대 진도

기 간 여.... 구 기 칸 전도율

연구내용 9 10 11 12 1 2 3 4 5 ( % )

I 중대사고 분석코드개발

1. 중대사고 해석 천산

체제 확립

• 원자로 맹각계통 자연 r- -- - 1---t- --1----’ - -- - ..... -- - - -- - t- - 100
순환 연구현황조사

·노섬 파편충파 냉각재 --- - ..... --- 뉴- -- - I- --- ---1---- -- - - -- ..... --- 100
반용연구현황조사

• PHEBUS FPTO 실험 예 비 -‘ - t- -- - 뉴- -- - I- --- --- - --- t- - - - -- - I- - 100
해석

• PHEBUS SFD B9+실 혐 t- - - I- - - ---- -- - t- -- - - ---1---r- -- - t- -- 100
혜석 (MELeOR 검증)

• CONTAINl.12 코드검증 - --- r- -- - I- --I- --- -- - I- - - 」‘-- - - -- - t- -- 100

II 노내외 중대사고 실험

시쩔 구축연구개발

L 원자로내 과도현상 및

노심손상 설중시험

• Transient loop 개 념 - --- t- - - f---- ---..... -- -t- --~ ---- --- 뉴- -- - 100
설계

• Loop 상셰셜계 ITB r- -- - I- - - ‘-- -- ---1---' 100
작성

2. 격납용기내 중대사고

현상실종 종합시험

·외국 시험시설 자료 -‘ - t- - - - -- -- --- t- -- - ’- -- - ..... -- -- ---1--- 100
수집 분석

3. 중대사고 개별 효과

실협

·노심파편충파 냉각재 - -- - ..... -- -f---f--- ..... -- -t- --~ --- .... -- - ’- --- 100
반웅시험

• 격납용기 내벽에서의 t- - - 뉴- -- - - -- -r- -- - - -- -I- --t- -- - 100
용축실협 *

• 입자크기 및 속도동시 ’- -- -I- - -‘ - --- I- -- .... -- -I- --r- -- - 100
촉청기법 개발 *
종 진 도 융 (%)

* : 외부 위탁연구

%

ι - - - 당초계획

진 도



VI.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

1. 중대사고 분석코드 개발

가) 노내현상 분석기술

가압경수로의 중대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서 자연순환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천원상실 둥에 의한 중대사고시 원자로

냉각채 계통이 고압을 유지하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고온중기에 의한

자연순환 흐릅의 영향으로 가압기 surge관이 파손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중기발생기 U튜브의 파손 가능성은 회박한 것으로 말려져

있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체가 파손되거나 가압기 PORV(Power

Operated Relief Valve) 냐 SRV(Safety Relief Valve)가 열 련 채 닫히지 않아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참압되면 자연순환 흐름의 효과가 반감되며， 만약 loop

seal에 액체 냉각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차로 냉각재 계통 loop를 통한

자연순환 흐름이 형성되어 충기발생기 U튜브 파손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가압겸수로의 고압 중대사고시

가압기 surge관 파손둥온 원자로 냉각재 계풍의 감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u튜브 파손사고는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 이차 계통을 거쳐

격납용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변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의 욕갱 발천소에 대한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이에 관한 연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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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요하다. 또한 국내 원천에 대해서도 중대사고시 고온의 중기에 의한

자연순환 현상에 대하여 종합척인 해석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결파률 명확히 정량확하는 노력이 펼요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TMI-2 중대사고에서는 가압기 PORV가 열린채 닫히지 않아 원.7ot로

냉각재 계통이 감압되었으나 노심이 손상될 때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압력이

노심용용물의 고압분출에 의한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이 발일어날 수 없는

압혁 이하로 충분히 갑압되지 않았으며， 강압에 의해 자연순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압경수로의 중대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서 자연순환 흐름이

수소생성량과 노섬손상 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자연순환 흐륨이 핵분열생성물의 이송파 재중발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촉성

기체의 존재가 자연순환 흐룹에 미치는 영향은 모텔의 복잡성 동으로

지금까지 거의 분석되지 않아 차후 많은 연구가 요망되었다.

가압경수로의 중대사고시 자연순환은 천원상실사고와 갈은 고압사고시

문제가되며 이는 또한 노심용융물의 고밥분출에 의한 격냥용기 직접가열

현상과 관련이 있어 미국 원자력 산업계와 NRC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감압하여 고압사고뜰 근훤작으로 완화하는 방안올 해결책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며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합 중대사고시 웬자로 냉각째 계통올

감압하는 방법론은 물롤 잡압시기， 감압량 둥에 대한 상세한 분석올 계속

수행하여 왔다. 당 연구소도 SCDAP!RELAP5를 이용하여 고리 1 호기 천원상실

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에 대하여 · 상세히 분석하여 그 결파를

발표하였다. 또한 차기년도에도 중장기 과체의 일환으로셔 명팡 3 9 4호기의

고압 중대사고시 원차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에 대하여 분석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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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현상 분석기술

최근 USNRC는 중대사고 종결계획(Closure of Severe Accident

Issues)에서 중대사고 사고관리 (accident management) 방안으로 노심 흔상을

억제하기 위한 운천원의 조치와 이에 따른 노심의 사고진행에 미치는 영향올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심 손상의 전행올 중지시커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냉각재의 주입올 통한 노심의 냉각이 이루어져야 하나 냉각재

주업에 따른 맹각 가능성 및 부수적인 영향은 노심의 손상상태와 멸접한

관계콜 갖게 된다. 따라서 노내에서의 손상핵연료와 냉각재 반웅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었으며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노섬 손상이 계속

진행되어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었올 때 cavity로 방출된 노섬 용융물에

냉각재의 공급은 필수척이다. 노심용융불과 냉각재 반용은 노섬용용물의

방출량， 구성비， 용도에 따라 격납용기 대기의 고온 파압 둥 격납용기

건천성에 위협을 주는 초기조건을 제공하게 되므로 원철의 위해도 평가룰

위해 노외의 핵연료와 냉각채 반웅 포한 중요한 쟁점샤항이다. 따략서 넓은

의미의 핵연료와 냉각재 반용은 노내.노외 현장올 모두 포함하며 원전와

안전성에 빼놓올 수 없는 중요한 현상으로 세계적으로 현상이해에 많은

노력올 경주하고 있다.

핵연료와 냉각재 반용시 중요한 관섬 사항으로는 핵연료의 냉작 가능성과

폭발척 반웅 억제， 중기 및 수소 발생량. 핵연료와 냉각재 반웅이 노섬손상

진행에 미치는 영향， 고온 노심의 급냉에 따른 수소생성량과 핵분열생성물

방출량와 증가 둥이 있다.

핵연료와 냉각재의 반r웅은 원자로 또는 격납용기의 건전쟁에 역효과적인

많은 열수력 반용율 동반한다. 대표적인 역효과척 반용으로는 중기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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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발생으로 인한 원자로 또는 격납용기의 과온， 과압효과와 산화 반웅으로

인한 발열효과 둥이 었다. 핵연료와 냉작재가 급격하게 반웅하면

중기폭발(steam explosion)이 발생활 수 있으나， 원자로용기내의 압력 이 500

psia 이상인 경우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회박하다고 알려져 있다. USNRC에서

안전지침올 위해 첫번째로 시도한 WASH-1400에서는 격납용기의 파손양식의

하나인 a 모드， 즉 증가폭발에 인한 유도탄효과(missile effect)로 격납용기

조기파손의 위험성올 제시하였고 Steam Explosion Review Group(SERG) 올

통하여 이 문제의 기술적인 해결방안율 도출하고자 하였다. SERG는 노심

용용사고에 의해 격납용기 파손에 이를 수 있는 확륨이 노심용융 사고당 10-2

보다도 작아 매우 낮게 평가하여 원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아칙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NUREG-1150 연구에서도 a 모드에 의한 격납용기 조기파손을

의문갱으로 남겨 놓았다. 따라서 운전훤은 냉각채의 부폭으로 혼상된 노심의

냉각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냉각채의 첨가시기 및 첨가량의

셜정에 신속히 대처활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완화방안은

핵연료와 냉각재의 반용에서 야기되는 모든 열수력 현상의 완전한 이해와

해석으로부터 체시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

인자로 원자로， 격납용기 및 cavity의 셜계， 냉각재의 특성 및 첨가시기 둥이 ‘

제시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올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

중기폭발 현상올 화우하는 주요 인자는 여러조건 하에서 접촉 정도，

파편화의 기구， 열천달 거구 둥이 었으며 이들의 해석으로 부터 증기폭발의

완화 방안을 제시할 수 었다. 노심파편층의 냉각에서는 냉각재의 주업방향애

따라 상향관수， 하향관수로 구분되며 상향관수에 의한 급냉야 하향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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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급냉보다 약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수의

방향애 따라 종기와 냉각재의 유동이 동.역방향을 형성하여 하향관수

급냉현상은 상향관수 급냉 현상보다 매우 복잡하다. 증거생성이 많은 경우

냉각재의 유업이 께한되어 증기의 생성과 냉각재의 칩추가 균형율 이루는

염계 열유속에 의해 냉각이 이루어전다. 냉각째의 작은 질량유속과 낮은

용도의 급냉 과정은 일차원척인 반면 큰 질량유속과 높은 온도의 경우

급냉과정은 복창하며， 다차완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Dryout 열유속은

파편입자의 특성(크기， 크기분포， 모양， 구성비 둥). 깊이， 발열 밀도 빛

분포， 냉각채의 특성(온도， 불성치 동). 지형조건， 경계조건 동의 여러요소에

의해 화우되며， 파편충의 열제거 방법에 따라 냉각의 효파도 다르다.

원자로 캐비티에서 파편형성 형태는 훤자로 용가의 파손 형태， 용기 파손시

용기압력， 캐비티 내의 냉각재 유무， 냉각재 공급시기 둥에 의혜 의종된다.

파손 면척이 작거나 용기압력이 높올 경우 분출시 상당량의 용융물이

파편화되는 반면 파손 면척이 크거나 압력이 낮은 경우 띨도가 큰 용융물의

자유낙화로 일정한 두께의 용융물층이 캐비티 밑에 형성되어 진다. 이 때

캐비티 내의 냉각채의 유무， 냉각재의 공급시기에 따라 파펀충 형성 또한

영향올 받게 된다. 예전에는 중대사고시 고압 조건에서 열웅력에 의해

파손된 용기의 파손면척이 착다고 가정하므로써 용융물 고압 분출(High

Pressure Melt Ejection: HPME) 현상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

사고관려 관정에서 원자로용기의 감압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갑압

후 용기가 파손되어 캐비티 하부에 용융불충 형성시 용융물충 냉각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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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분열생성울 이총 및 방출 실험해석

본 계산은 다음파 같은 3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Case 1은 base case로서 FPTO 실험장치와 관련된 자료와 서나려오는

국채꽁동연구 참여를 통해 엽수된 자료 (Cpy 069/1; Sep.1991 , SAWG

92-076/1; Sep.1992)올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험장치중에서 shroud에

관한 자료(구조 및 열전달계수)는 프랑스로 부터 추후에 입수된 자료(From

B.Adroguer , Jan. 1993)에 의혜 수정하였다.

Case 2는 열천도도흘 조철하였다. Base case~ 계산결과 SAWG 92-076/1 의

시나리오를 모의하지 못하므로 shroud 의 Zr02에 대한 열전달계수롤

MATPRO(NUREG/CR-0479) 의 값올 이용하였다. 그러나 MATPRO에서는 온도가

1500 K 이상에서 열천도도에 관환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온도의 값을 연장시켰다. MATPRO의 열전달계수는 NRC 코드언 SCDAP이나

MELCOR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1500 K 이상애서는 1500 K에서의 값을

사용하였다. 죽 Case 2의 계산에 사용된 입력은 shroud 물질의 열전탈

계수를 변경시킨 이외는 base case와 동일하다.

Case 3는 power를 조철하여 사용하였다. Base case에서 노섬의 fission

power를 조절하여 SAWG 92-07611 의 시나라오에 접근시켰다. 즉 fission

power를 base case의 0.72 배 하여 사용한 이외는 base case와 동일하다.

다음은 이들 3 가지 경우에 대한 계산결파룰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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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case에서는 계산이 완전하게 수행되지 못하였다. 약 14 , 000 초

부근에 급격한 온도 상숭아 발생하여 core package에서 계산어 중단되었다.

이 계산결과 용융융(13， 800 초)이 약 30 % 정도이고 용용 시작시간(2nd

ring)은 13 , 300 초였다. 계산이 계속하여 수행된다면 노심의 용융이 50 %률

념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Case 2의 계산과정 중 핵연료 온도 폭주는 shroud의 열전달율을 조철하는

방법으로 체어하였다. MELCOR 코드얘서 핵연료의 용융이나 피복관의

재배치에 의한 debris 의 형성이후 코드의 계산결과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계산에서는 debris 의 형성파 핵연료의 재배치가 발생되지 않도룩 하였기

때문에 피복관과 핵연료의 재배치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유로외 변화에 대한

결파도 얻올 수 없었다. 야 계산결과 지르표늄의 산확율은 89.3 % 이며，

용융율 (16 ， 000 초)은 34 r. 이다. 그리고 용융 시작시간 (2nd ring)은 14 , 600

초로 나타냈다.

노심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율은 Xe , Cs , I 둥이 95 % 이상이고， Te은 약 70

x 정도이다. 그라고 Sn은 약 45 % 청도이고， Ba은 약 18 r. 정도， Ru , Mo ,

Ce , La , Cd 둥은 1 % 미만이다. 노심으로 부터 방출된 핵분열생성물들은

대분분 에어로졸 상태로 구조물에 부착되지만 Xe은 계속 중기의 형태로

격납용기내에 부유한다.

Case 3의 계산에서도 debris의 형성과 핵연료의 째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계산결과 지르코늄악 산화율은 89.3 %이며 용융륨(16 ， 000 초)은 34

%이다. 그리고 용융 시작시간 (2nd ring)은 14 , 600 초이다.

PHEBUS-FP 핵분열생성물 거동실협 예비해석 예비해석 결과 MELCOR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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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예상하고 있는 핵연료의 용융양보다 더 많은 양이 용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의 대부분은 일차계홍 및 격납용기에서

첩전되고 소량이 격납용기내 부유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해석과정에서 test

bundle의 shroud 통한 열천달율이 계산결과에 크게 영향용 미치며， 톡히

열전달계수의 활확실성이 커서 이의 정확한 값이 요구되었다.

라)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체제 정비

(1) CONTAIN 코드

금년도에는 CONTAIN 1.10 이후 향상된 CONTAIN 1. 11 및 1.12의

주요 모델 특성조사와 코드의 설치가 이루어 졌다. CONTAIN 코드의 절치는

CONTAIN source file로 부터 update를 사용하여 CONTAIN 1.12콜 생 생하여 야

한다. 당실에서도 source file로 부터 update하여 CONTAIN 1.12를 생성하려

하였으나 update시 많온 error룰 유발하여 compile 이 완료된 fortran file흘

슈퍼컴퓨터언 CRAY-2S 및 당설에서 보유중언 SUN4/470 에 설치하여 sample

계산올 수행하였다. Fortran file올 compile하여 계산 수행할 경우에도

코드의 부분적인 문제점파 컴퓨터 기종의 차이로 언한 푼제정 둥이

발견되었으나 모두 해결하였다.

CONTAIN 코드의 계산결과를 그래픽으로 처리하기 위한 POSTCON 2.0

프로그햄도 역시 CRAY-2S 빛 SUN4!470 에 셜치완료 되었다. 새로 update 된

POSTCON 프로그램은 이전때 없었던 DISPLA 그래픽 팩키지 (package) 를

사용하여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그림을 생생할 수 었으나 당

연구소에는 DISPLA 팩커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는 없었다.

- 45 -



CONATIN 코드를 설치하여 sample test run을 수행한 결파 SNL의

계산결과와 일치하여 코드가 잘 설치되었음올 확인하였다. 또한， POSTCON

이용하여 계산결파의 그래프를 얻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CONTAIN 1.12는 격납용기 칙접가열 현상을 모의활 수 있는 모텔을 포함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들 모델을 검토하고 혜제를 계산함으로써 천산코드의

설치와 모텔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 보았다. 앞으로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에 의한 격납용기 하중계산올 수행하고 이의 영향을 청확히 평가할

예정이다.

(2) MELCOR 코드

PHEBUS 89+ 실험은 PHEBUS 원자로에서 수행된 노섬손상과정

실험중의 하나로서 1989년 1 월에 이미 수행되었으며， 프랑스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실험결과도 얻을
까-r 었었다. PHEBUS B9+

실험해석에서는 고리 l호기의 가상사고 해석결과에서 얻은 MELCOR 코드의

분제첩과 제한성올 고려하여 입력올 작성하였으나 최초의 계산은

입력작성상의 푼제점으로 설험값과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얻제되었다.

그러나 입력을 재조절함으로써 debris 형성 및 재배치에 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에 근접한 해석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흑，

MELCOR 코드로 PHEBUS 89+ 실험해석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찬

업력수정파 적절한 모델의 선정으로 실험결과와 유사한 해석결파를 얻올 수

있었으며， 고리 I호기 계산에서 나타난 MELCOR 코드의 문제점올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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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BUS B9+ 해석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xial power profile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본 계산에서는

동얼한 power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사고 후반부에 측정치와 약간의

차이률 보언다.

2. Core .9.J 3rd r lng에 서 Zr liner로 radiation heat가 방출되고 있으며 ,

liner에 서 의 radiation heat가 3rd ring의 용도를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었다.

3. 핵연료 온도의 폭주는 He의 열전닿융율 조정하는 방법과 core의

power률 초첼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 계산에서는 He의

열전달울과 핵연료의 복사열 교환 계수를 조절하였다.

4. MELCOR 코드에서 핵연료의 용융이나 며복관의 채배차에 의한 debris 의

형성이후 코드의 계산결과에 문제정이 았으므로 본 계산에서는

debris 의 형성과 핵연료의 재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복관과 핵연료의 재배치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flow path의 변화에

대한 결과릅 얻을 수 없었다.

5. Cladding의 극심한 산화기간 동안 atmosphere의 온도가 하강합이 발견

되었으나 이 효과는 무시하였다.

2. 노내외 중대사고 실험시설구축 연구개발

가) 원자로내 파도현상 및 노심손상 설중질협

(KMRR에서의 출력급숭 시험시설의 구성)

- 47 -

l



, (1) 캡슐 본체

캡슐 본체는 외통부와 보호관부로 구성된다. 외통부는 연료핀을

봉입하여 노심부에 위쳐하는 내압관으로서 내부는 연료핀 외에 피복관 신장.

파손 컴활기용 트랜스， 중성자 검출기， 수온 측정용 열전대가 조립된다.

외통부 외면은 원자로 냉각계통의 냉착수에 의해서 강제 냉각되고 연료핀은

외풍부내 물의 차연 대류에 의해서 냉각된다. 외통부내의 붙은

캡슐제어장쳐에 의해 가압 및 정체된다. 보호관부는 회석관， 수압동착 밸브，

저유코일， 세정판 및 전자 밸브로 구성되어. 외풍부를 보호하는 역활을

한다.

(2) 캡슐 제어장치

캡슐 제어장쳐는 캡슐 내수의 가압， 수질 유지， 핵분혈생성불 처리

기놓을 갖는다. 가압 장치내의 물은 급수관을 통해 캡슐내에 들어가고

배수관을 통해 나온 물은 고압수 방출 밸브로부터 대기압까지 참압된 후 이온

교환기를 경과하여 원자로 배수계애 배풀된다. 압력의 유지논 압력 신호에

의한 고압급수펌프의 자동 기동.정지에 의해서 수행된다. 수철유지를 위하여

불의 방사선 분해량이나 연료핀 파손시의 핵분열생성물 유출량 둥을 고려하여

일정량의 물올 급배수판을 통하여 순환시킨다.

(3) He‘ 3 제어 장치

He-3 제어 장치는 He-3 가스 스크련내의 압력을 조절하고

스크련내에서 발생하는 트리티움올 처리하가 위한 것으로 압력 조철장치，

가스순환기， 트려티움 모나타， 트리타웅 트랩 배기탱크 풍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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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조절 장치는 일차측에 He-3 가스를 밀폐하여 칩어 넣은 상태에서

이차측의 유체압을 변경 시킴으로쩌 스크린내의 압력을 변화시킨다. He-3

가스중의 트리티움 놓도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가스 순환기에 의해 He-3

가스를 순환시켜 토랩에 홉수되게 한다.

(4) 냉각계통

냉각계통은 캡슐의 외통부에 설치되어 훤자로 냉각계와 독립된

냉각계률 갖는 것으로서 캡슐올 냉각하고 수질올 유지’시키기 위해서

순환휩프， Surge tank , N-16 decay tank, 수지탑 둥으로 구성된다.

(5) 캡슐 교환 장쳐

캡슐 교환 장치는 원자로 운전중에 캡슐을 노섬에서 취출하여 노

수조내의 소쟁의 장소에 보관함과 동시에 노 수조내에 보관되어 있는 미

조사의 캡슐을 노섬에 삽입하기 위한 장치이다.

(6) 쩔슐 조립 장치

신연료핀의 캡슐내 조립은 장소의 제약없이 활 수 있으나 조사제

연료핀의 경우는 차혜를 펼요로 하기 때문에 hot cell 이나 수중에서

원격으로 수행되는 캡슐 조립장치가 필요하다.

(7) 조사중 연료용 거동분석 장치

캡슐올 이용하여 연료핀의 출력급숭시험을 수행활 때 연료봉아

파손되었 을 경우는 노섬에서 캡슐올 취출한다. 연료봉의 파손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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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는 방법에는 캡슐 내압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법， 연료봉 신장의

변화율올 측정하는 방법， 연료봉 외경의 변화율올 측정하는 방법， 연료봉의

고유 진동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퉁이 있다.

나) 격납용기내 중대사고 현장 실험

(1) 중대사고 종합 실험시셜의 설계 계획

지금까지 국외의 중대사고 대형 노외실햄은 기술현황조사 연구에서

알 수 있었듯이 격납용기 직접가열， 핵연료 냉각째 반용， 용융몰파 론크리트

반웅 동 개개 현상에 대하여 SURTSEY , FITS , BETHY 퉁 특정 실험시설이

사용되어 왔다. 이들 실험시셜뜰온 다른 관련현상에 대한 질험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성을 가지므로 본연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이용해 다양한 현상올

다각적으로 실험활 수 있는 종합 실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대사고 현상플은 질제 사고시 원자로 캐버티를 중심으로 서로 말접한

관계를 까지므로 종합척인 설험가능을 펼요로 한다. 따라서 격납용기내

중대사고 현상중 중요도 및 신형원전 설계개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요 현상

혹은 항목플이 실험될 수 있도록 종합실험 셜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격납용기 직접가열 (Direct Containment Heating : DCH )

• 핵 연료와 냉각재 의 반웅 (Fuel Coolant Interaction : FCI )

• 용융노성파 콘크리트 반웅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MCCI)

에 어로졸 이송 (Aerosol Transport)

• 냉각재 풀의 scrubbing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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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용기 캐비티 설계개선 종합 살험

격납용기 외 벽 의 냉각 (Containment Wall Cooling : pecs)

격납용기 안천계통 개 선 (Containment ESF Improvement)

종합실험에서는 이들 항목틀에 대해

• 중대사고 현상규명 및 해석모웰 검중올 위한 현상 규명 실협

차세대 원자로 안전계통 및 중대사고 쟁점 관련 설계 개선율 위한

실험자료 생산

• 신안천 개념 (차세대 원천)에 따른 중대사고 관련계통의 설충실험

을 목적으로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활 계획이다.

종합실험 창치의 주요 설계요건으로는 FITS, ALPHA 칠혐시설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모든 실험이 수행될 수 있는 질협공간과 폭벌객인 현상에

대해서는 방호 기눔올 활 수 있는 대형 압력용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대형

압력용기는 방호 기눔 뿐아나라 실제 원전의 격납용기륜 모의활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격납용기 성눔 개선 둥과 판련된 차세대완전의 새로운 설계

특성들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압력용기내부는 격납용기

안전계똥의 실험 및 격납용기내 노심 용융물의 확산이나 에어로졸의 이송을

실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실제 고온용융물을

사용한 냉각재와 반웅 설혐의 경우 고온 고압조건이 발생하므로 이에 견딜 수

있는 용기 재료의 선택과 철계 압력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종합실험

시젤에서 각 현상별 실험은 압력용기내에서 수행되므로 질험장치의 설치，

실혐의 진행 및 계측여 용이하도록 압력용기 내부가 설계되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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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벽에는 설험에 관련된 공급계통올 위한 Port , 실험 계측을 위한

View Port , Instrument Port 둥이 설치 되어야 하며， 시험부의 제거 설치를

위한 출업구의 설치 및 보조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압력용기 주변에는 압력용기내 설험에 펼요한 냉각재 빛 가스 공급계통，

금속 용융로， 제어계통올 설치하여 실험 현상 및 조건에 따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룩 한다. 종합실험에서는 단계적으로 각 현상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들 보조계통은 후속 실험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완

설치가 가놓 하다. 다음은 종합 실험 시설에 필요한 계통의 기농올

요약하였다.

압력용기 (Large Volume Pressure Vessel)

중기 공급 계통 (Steam Supply System)

냉각재 공급 및 배수(Water suppling and Drain System)

• 가스 공급 및 배출 계홍 (Gas Supply and Purge System)

금속의 용융 및 공급장치 (Melt Furnace and Delivery System)

• 중앙 채어 및 자료 처려 시설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

시험부는 실험 현장별로 훨요한 설협시설올 설계 제작하여 압력용기내에

셜치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한 설험이 끝난후에는 시험부를 채거함으로써

다융 실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었도록 한다. 다음은 각 실험 항목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어들 실험내용들은 시험부의 설계 뿐아니라 전체

계통울 셜계하는데 고려함으로써 효율척인 실협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주요 중대사고 실험시설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현재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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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실험시설이 본 연구의 목척과 상당부분 부합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국내의 연구실정 및 차셰대 원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확장，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실험장치의 특성， 규모， 계측장치， 소요 예산

동을 조사 분석하여 종합실험장치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 및 학계(대학)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2) 중대사고 개별효과 실험

(가) 핵연료와 냉각채 반웅실험

원자로 용기 파손에 의해 노심용용몰아 캐비티에 접척된 후

가장 충요 사항은 고온 발열의 노심용융물의 온도를 MCCI가 일어나져 않는

온도까지 냉각하는 데 었다. 이률 위해 캐바티에서 노섭용용불과 냉각재

반웅시 냉각재의 톡성(용도， 정성， 표면장력 둥) 빛 첨가시기에 따른 격렬한

열수력 반웅에 의한 피막충 또는 파편층의 형성과정 빛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단계를 지나 냉각재에 의해 피막충으로 덮힌 노섭

용용물로부터 축출되어지는 열의 기본 기구와 냉각상태에서의 MCCI 풍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캐비티의 기하학척 모양에 따론 열전달

효과와 냉각 능력 젤정도 시도하여야 할 연구 과체인 것이다.

본 실험는 핵연료와 냉각재 반웅 연구의 일환으로 고온용융물과 냉각채

사이의 펴막충 형성파정파 형태， 열전달 특성올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u 。
p 1:그'1::"

연구 1차년도로 실험장치의 쩨작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혜비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장치는 시험부와 재어 계측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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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파라핀과 알콜을 사용하여 정상상태와 천여상태에서 피막충의 형성과

열전달 특성올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년도에는 설험인자에 따른

본격적언 실험올 수행활 예정이다.

(냐) 격납용기 내벽에서의 웅촉현상 설혐 (위탁 연구)

1차년도의 연구수행은 중대사고시 격납용기 내벽에서의 용촉

열전달계수 측정을 위하여 가존의 수평 용축 설험장치를 개조하여 수작용축

실험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았다. 이러한 실험장치는

비용촉거체의 분율에 따른 용축열전달 계수를 측정하여 분석할 본 연구의

복척을 위한 것이다. 금년에는 이를 워하여 현재의 평형 웅축 질험장치를

해체하여 수직 설험장치로 개조하기 팎한 지지대， 수중기 및 불의 연결

부위를 채설계하여 채착하였다. 또한 수평유통과 수직유통의 차어를

해석하기 위하여 수명웅촉에서의 용촉전달껴l 수 및 경계면의 폼성을 측정하여

2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할 준비를 하였다. 아울러 공기와 수증거의

혼합기채에 대한 온도 빛 속도분포 측정올 위한 장치를 수직설험에 맞게

운영활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열전달계수의 측정은 알루미늄 경쩨에 설치된 열전대의 온도로부터

얄루미늄 벽면으로의 열유속올 계산한후 각 열천대 지점에서의 I영균온도를

측정， 산출하여 열천도 방정식을 유한차분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로부터

내부분포가 주어지면 이 내부의 온도로부터 웅축액야 접해있는 면에서의

열유속으로부터 국부 혈전달계수플 구활 수 있다. 여 국부 열전달계수롤

거리에 따라 척분하여 평균 열전달계수콜 산출활 수 있다.

2차년도의 수직실험에 대한 calibration 및 비교 자료흘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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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용축의 실험올 수직으로 재구성하기 직전에 훨요로 하는 조건에셔 예벼

실험올 수행하였다. 열전달계수， 수중기 및 공기의 속도분포 및 온도 분포，

경계면의 형상 둥율 측정한 빼비설협 결파에서 본 실험장치의 순수 수중기를

사용한 결파와 Nusselt 이론이 장 일치함올 알 수 았어， 열전달 계수의 측정

방법과 질험정치의 구성이 잘 진행되고 있움흘 보여 주었다.

(다) 입자크거 및 속도 측청 기출개발 (위탁연구)

원자력별전소에서 예상되는 중대사고의 한 경우인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의 관련 연구에 있어서 공동(cavity)콜 흐르는 기채/액체의 2 상유동의

유동상태량. 륙히 입자형태의 노심용융물파 액체 혹은 그 혼합풀의 크기와

속도는 매우 중요한 상태량이다. 따라서 이들 상태량을 측청하기 위환

방법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상태량의 측정에

이용될 수 있는 측청 방볍들을 알아보고 특히 속도와 크기의 동시측정이

가능한 위상/도플러 방법에 대하여 실제시스탱올 구성하고 DCH 척용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방법올 다른 방법 즉 광산란방법에

악한 입경 흘정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캠 및 개선사항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애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위상/도플러방법을 중심으로 이 방법에 대한

개략척인 정리와 질험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측정결과의 신뢰도률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현상의 적용에서는 입경분포 특성에 따랴 입경구간 의 선정에

있어서 신뢰성 있논 결과를 얻올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어쨌든

위상/도폴러 방법의 결과가 팡산란 방법에 의한 측정결파와 일관성올

유지한다는 것 측 위상/도플러 방법에 의해 측정된 엽경이 광산란법에 의한

다ω



결파의 해당 업경구간에 속하는 것은 두 결과간의 일관성을 의마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위상/도플러 방법의 기능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2차년도에는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 실험과 연계하여 업자의

유동 륙성을 측정할 예정이다.

VII. 주요 연구기자재 사용내역

연 구 기 기 명 활 용 실 적

CRAY compater • 중대사고 코드 운용

2. SUN work station • 중대사고 분석 빛 코드 검증 계산

3. PC 486 • 시험 자료 분석

• 계산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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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 개요

대과제영 원자력 안전성 향상연구

소과제명 종합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총괄책임자 유 건 1:z5;r 여L: 구 대과제 1, 382 , 000 천원

소과제책임자 박 창 규 개발비 소과제 190 , 613 천원

총연구기간 1992. 9 - 1997. 5 참 여 내부 22 명

연구기간

당해년도 1992. 9 - 1993. 5 연구원 외부 - 며。

연구기간

I I. 요약 (SUMMARY)

1. 국문요약

당해년도는 이 과제의 1 단계， 1차년도로서， 제 1 단계 확륨론적 안전성 평가

(PSA) 용 전산코드 의 개선과 인간신뢰도 빛 공통원인고장 평가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폰에 칸이고 있는 기초 방법론에 대한 종합적인

바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제 2단계 전산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

로서는 제 112단계 PSA 연계방법론， 격납건불 사건수목 논리처리 방법론 둥이

검토되었다. 또한 원전 안전성 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세부 분석기술의 증진올

위하여 인공지능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적용연구도 이루어 졌다.

먼저， 제 1 단계 PSA 용 전산코드체계로서 국내애서 개발되어 신규원전

U

ω



확율론적 안전성 평가 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KIRAP 코드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386-PC 에서 제 1단계 PSA 작업 이 수행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기존 처u단계 PSA 방법론 중 국내에 기술이 미약한 분야 인

인간신뢰도 빛 공통원인고장 분석 분야에 있어서는 기폰에 개발되어 쓰이고

있는 방법론틀에 대한 종합척언 비교분석이 이루어져 국내에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다.

제 2단계 PSA 용 전산코드체제를 개발하가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제 1/2단계

PSA 연계방법론， 격납건물 사고수목 논리처리 방법론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서 현재 미국， 구주 및 얼본 둥에서 이용되고 있는

NUREG-1150 , System 80+ PSA 둥에서 쓰인 방법론 및 기초논리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 향후 국내에서 추찬되어야 활 기본 벙-향이 체시되었다.

또한 원전 안전성에의 신기술 웅용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진천 이 있었다. 먼저 인공지능 지법과 PSA 기법을 이용한 원전

비앙운전지원을 위한 성공경로 탐색시 스템인 KOSSN 재발에 있어서는 사건수목

제시기능을 추가하여 운천원이 발전소의 상태를 예측하 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두번째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PSA 자료 평가시스댐을 개발하여

현재 전문가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원인고장 Impact Vector

평가에 척용하여 타당성 올 제시하였다. 기타 신기술 웅용연구 분야로 웬전

안전성 분석 및 관리 전산시스댐 구촉용 Platform 개발올 통하여 지금까지

원자로안전평가실에서개발되어온 여러가지 전산시스댐에 대한 호환성 및

얼관된 사용자 연계성블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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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 요약

I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techniques , the

included research areas are the improvement of PSA computer codes , the

basic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human reliability analysis (BRA) and

common cause failure (CCF).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vel 2 PSA

computer code , the basic research for the interface between level I and 2

PSA, the methodology for the treatment of containment event tree are

performed. Also the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object-oriented programming techniques are used for the improvement of

computer code and the assessment techniques.

The computer code package for level IPSA, KIRAP , which was developed

in KAERI , was improved. All the tasks in level I PSA can now be

performed in 386 personal computer. In the HRA and CCF analysis areas ,

existing methodologies were reviewed and compared. And direc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As a base wo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code for level 2 PSA , existing methodologies such as

NUREG-1150 and System 80+ PSA were reviewed and compared. Especially,

level 1/2 PSA interface methodology and containment event tree

methodology were completely reviewed and direction for the further work

were suggested. As a part of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to the

nuclear safety, three tasks were performed. The first one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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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the KOSSN by adding the event tree handling function to

help the operator in identifying plant status. The second one was the

development of the data estimation system using neural network. The

third one was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for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the nuclear safety.

I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원천의 종합 안전성올 평가하는데 펼수적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용 전산코드체제 름 확립하는데 있다. 종합 안전성평가 전산체체의

확립은 향후 늪어나는 원천의 안전성 평가에 있 어서 자동화를 도모하므로써

안전성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각 세부 분야의 분석기술의

개선융 가져다 준다. 종합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을 정량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최근에

주목흘 받고있는 확률론적 안 천성 평가에 필요한 제 1, 2, 3 단계 PSA 거술 및

이에 펼요한 전산코드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 를 위해 대상 발전소의

설계， 운전동을 상써히 파악.모델령하여야 하며， 훨요한 자료의 양도 방대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서간과 노력을 펼요로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펼요한 엽무를 모두 전산화하고 자료를

데이봐베이스화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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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중요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척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PSA) 방법 은 일반척 으로 사고특성 ,

사고범위 및 해석방법에 따라 노심용 융사고경위분석 (1 단계 PSA) , 격납건물

및 방사선원 분석 (2 단계 PSA) , 그리고 대기중으 로 방출된 방사성불철의

환경영향 및 결말치분석 (3 단계 PSA)의 3단계로 수행된따. 1975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이 방법올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종합

안천성 연구 보고 서 인 원자력 안전성연구 (Reactor Safety Study , RSS)

보고서 , 측 WASH-l4007} 발표되 었다.

1979년에 미국 TMI-2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경위를

이 보고서에서 이 미 예측하여 원자력 규제기관과 원전산업체 동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방법론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발전소에의 적용도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원 전의 안전성을

위험도(Risk)라는 척도로 정량화하는 것올 가능하게 하였으며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폰 원전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개념에 대한 많은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WASH-1400이 발간되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PSA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년간

PSA 기술 분야 는 많은 발천을 하여 왔다. 특히， 근래에 들어 컴퓨터 기술과

같은 신기술외 급속한 발전은 PSA 기술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져 분야에서 나 타나고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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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째는 언간오류 평가， 공통원인 고장 평가， 격납건물 성능해석， 방사

능 누출시 환경영향 둥 평가 거법 빛 이에 이용되는 전산코드의 발전 둥과

같이 PSA 기술 자체 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며， 둘째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PSA 수행의 간편화 및 그 기법과 결과의 이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단계 PSA 수행에 사용되는 전싼체계를 개발.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사건으로 인한 PSA는 표준원전， 영광 3 .4호기， 울진 3.4호기둥에

대한 PSA수행으로 PSA 수행능력 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신뢰도 자료 및

그 처리기법이 확립되어 았지 않으며， 또한 외 부사건으로 인한 PSA는 아직

초보단계에 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신뢰도자료 처리기법 개발 및 자료의

천산화를 확립하고 외부사건 분석에 필요한 차료의 전산화， 처리 기법의 확 립

및 전산코드개발이 펼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되는 전산코드틀올 계속

개선하고 최종적으 로는 외부사건 수행 전산코드 빛 펼요한 자료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기초작업중의 하나이 다.

IV. 연구개발 내용 및 추진현황

1. 1 단계 PSA 전산체제 개선

PSA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발전소 계통 및 운전풍의 자료를 모으고 파악한

후， 펼요한 신뢰도 자료를 확립한다. 그 다음 사건수복 구성과 고장수복

구성을 하고 각 계통 고장수목 및 각 사건수목 사고경위 정량화를 수행한 후

빈감도 및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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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수행은 대상 발전소의 설계， 운전동을 상세히 파악.모탤랭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자료 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째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장기적으로 1 단계 PSA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전산화하고 훨요한 자료를 데이타 베이스화하는 것올 목표로 하여

연구개발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년도에서는 I단계 PSA 업푸에 사용되는 전산체계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 및 신뢰도자료 처리 기법올

개선하는 작업올 하였다. KIRAP은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구성， 최소단절문

계산풍을 PC에서 수행하는 전산코드 체 계로서 PC용으로 1986년부터 계속

개발.사용되어 왔다. 금년도에는 PC에서의 메모리 부족 보완 및 그립출력

기능 보완， 사용되는 화일틀의 호환성 문제 보완동을 수행하였다.

PSA 수행에 훨요한 신뢰도 자료는 주로 부품 신뢰도 자료， 시험 및

보수자료， 공통원인 고 장 자료， 인간 신뢰도 자료로 이루어진다. 부품의

고장차료는 해당발전소 또는 국내 발전소 들의 운전 -경험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국내 발전소에 대한 신뢰도 자료가 미약하므토

현실척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신뢰도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데이타 베이스플， 예로서 NUREG/CR-4550,

NUREG/CR-1362, NUREG/CR-2989 , NSAC-I08둥 외 국의 고장자료들을 수집 , 데 이 타

빼이스화하고 어들 여러 자료로부터의 고장율 을 홍계척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고장율을 생성하는 전산코드 MPRDP를 개발하였다. MPRDP는 여러 신뢰도

차료원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이뜰올 통합한 자료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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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써， 일반 신뢰도 자.료 (Generic Reliability Data)롤 정리.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반 신뢰도 자료는 그 자체로 1 단계 PSA에 필요한

산뢰도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추 후 국내 발전소 고장자료가

수집되면 Bayesian 통계처리를 통해 국내 발전소의 신뢰도 자료 확립 에

사용될 수 있다.

공통원인고장은 다중계통에서 어떤 공통된 원안에 의해 하나 이상의 기기가

고장나논 사 건올 말한다. 공통원인 고장은 원전의 다중성 (Redundancy)에

치명척인 손상을 주어 원전 안전 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NUREG/CR-4780 방법론에 기초한 PET-CCF 코드를 개발하여 원전의

고장자료로부터 공흥원인 고장 자효를 추출할 ~

T 있도록 하였다.

PET-CCF에서는 MGL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년도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공통원인고장 처리방법틀을 비교.환석하여 국내 현실에

척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지금까지의 여러 PSA 수행결파 인간신뢰도는 노심손상빈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들은 모두 관측가능한

인간거동과 수행특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 에 기초하고 있어

운전원의 의도 (Intention)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도형성의 근간이 되는

이유를 모델링하지 않으므로 사고시에 인간인식거동을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운전원의 의도형성 (Intention Formation)올 모탤링하는

인지적 모탤의 개발이 펼요하다. 이번 연구년도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잇는

방볍론들의 장단점 및 한계성둥을 기솔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인지적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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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훨요한 인간오류 관련데이터의 수집방안과 인간오류 분류방안올

살뼈보았다.

2. 1/2 단계 PSA 연계방법론 검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정량적이고도 종합척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최근에 크게 주목올 받고있는 확률흔적 안전성

평가방법 (PSA/PRA) 중 격납건불 해석 (Containment Response I Performance

Analysis)올 위한 기존 방법룡들올 비교평가하므로써 보다 개선된 논려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적 안천성 측면에서 TMI-2 사고로부터 얻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격납건불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며 이러한 점은 1986년의

체르노벌사고로 그 중요성이 한충 부각되었다. 아것은 격납건물어

원자력발전소 사고시 방사능물질의 방출을 n l-.JL
Ie

까.. 있는 최종척인

방호벽으로서 그것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발전소 위험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격납건불해석은 PSA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l 단계 PSA 분석으로부터

파악된 발전소 사 고시 노심용용을 유발하는 주요 사고경위와 격납건물

건전성에 위협올 주는 각종 사고현상옴 억제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 된 격납건물 방호계통 (Containment Safeguard System, ess) 의

작동여부를 격납건불 파손과 방사성물질획 방출 및 사고 결말치에 미치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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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발전소 손상군 (Plant Damage State ,

PDS)분석， 그리고 선 정된 주요 PDS 각각에 대하여 노섬용융물들여 격납건물

내부로 방출되면서 여러 몰리화 학적 현상을 동반하고 이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을 높이면서 결과로 따르는 격납건불 파손특성 (파손시기，

파손크기 및 형태， 그리고 파손장소) 분석 등의 두가지 중요한 부분 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이것은 2 단계 PSA의 또 다륜 중요한 부분인 방사선원

특성〈방사 성물질의 종류， 양， 방출시간， 방출위치 및 그들의 크기) 과 서로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서 분석 볍와는 노심 용용시부터 격납건물 파손에

이르는 격납건활 내부의 모든 현상흘 포함한다. 원전사 고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막흘 수 있는 최총적인 방호벽으로서 이러한 격납건물해석의 주요

Ji!.까L9..
-, .....‘ 여러종류의 격납건물 파손형태와 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방풀특성의

분석 및 정량 화에 았다.

이러한 격납건물 해석은 격납건물 내부에서 가능한 모든 사고진행파정을

현상간의 인과관 계콜 고려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격납건풀

사건수복 (Containment Event Tree , CET) 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경우 PDS 선정작업으로부터 선정된 일단 의 PDS블은 CET의

초기조건으로 사용된다.

WASH-1400 이후로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은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많은

실험자효 및 전산코 드 해석결과를 고려하여 그들나룹의 격납건불해석 및 CET

논리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다. 격납건물의 건전성올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부터 현재까지 격납 건물해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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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술척 진보를 이루어 왔으나 아직도 중대사고현상 천반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중요한 많은 부분이 챙점화되어 있고 이를 정량화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논 쟁의 여지가 많다. 더우기 중대사고와 관련된 여러 현상틀을

CET구조에 반영합때 그것 의 합리성을 객판적으로 평가활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봇함으로 인하여 격납 건물 해석결과에는 많은 불확실성아

존재한다. 이런 여려 한계점 때문에 나룹의 격납캔불 해석 기술올 보유하지

봇한 각국은 대상 발전소의 특성과 제반상황에 따라 방법율 달리하여 질채

발천소에 웅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천안전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국내나룹의 격납건불 해석기술 및 PDS를 포함하는 CET

논리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 수쩍이다.

3. 훤천 안전성분석에의 신기술 웅용

당 실에서 수행 중인 PSA에 있에 신기술의 이용은 크게 다음와 세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PSA의 기법 및 결과를 이용하여 원전의 운전

지원 시스탬융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는 최 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인공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PSA의 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이 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 둥을 이용하여 PSA 수행 동 원전 안전성

업 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재발을 위한 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PSA의 거법 및 결과를 이용한 원전의 운전 지원 시스댐 개발 연구를

살펴본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원은 즉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쩍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그려나， 원전의 비상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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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천소 상태에 대한 정보의 과엉파 판단의 시간적 제환으로 인해 운전원이

적절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더우기， 이와 같은 운전원의

질수는 원전의 상태플 더욱 악화시킬 수도 었다. 따라서， 큰래에 들어 이와

갈은 운 천원의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원전의 비상운전

지원 시스댐어 많이 개 발되고 있다. 당 실에서논 비상운전절차서의 절차를

재구성하여 좀더 체계척인 운전지침올 제 시하여 주는 ’원천의 비상운전지원을

위 한 성공경로 탐색 시 스댐 KOSSN (KAERI developed Operator Support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 올 개발하고 있다 • KOSSN에 서 는 운전원의 운 전

지침 제시 기능이외에 계통포 (Piping & Instrument Diagram , P&ID)를 이용한

성공경로의 생성， PSA 자료를 이용한 성꽁갱로 운전도의 계산 및 사건 수목을

이용한 발전소 상태 예측 기능 둥을 추가하여 좀더 구체적인 지침 및 판단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PSA의 기술 재선을 위한 연구로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공통원인 고장 평가

방법 개선을 수 행하고 었다. 현재 PSA 기술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아직 PSA 기술에는 몇가지 취약점이 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통원인고장 (Common Cause Failure , CCF) 혹은， 인간 실수의 정 량화에

사용되는 자료의 평가를 예로 틀 수 있다. 현재까지논 이를 위하여 주로

천문 7}-의 판단 (Expert ’ s Judgement)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와 갇은

천문가의 판단은 불확 질성 및 일관성의 결여가 그 약정으로 지적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언공 신경망을 이 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간 전문가 판단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평가 방법 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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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벤째로는， 안전성 명가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Platform올

구축하고 있다. 이 는 원전 분석 및 관리에 관한 기존의 여러 전산

시스댐들이 공통된 지식， 자료 및 유사한 기법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호환성이 없는 컴퓨터언어와 채사용성이 없는 Hardwire된 자효 구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전산 시스댐의 개발에 중복되게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 또한 각 시스탱마다 일관성이 없는 User Interface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산 시스댐의 사용 습득 을 하며 겪는 어려움 둥 기존의 전산 체제

구조에 따른 단점올 해결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 구 분야는 (1) Code의

재사용성 , (2) 자료의 호환성 및 (3) 일판된 User Interface를 제공하여 PSA

둥올 위한 전산 시스댐의 개발올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Platform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거법을 이용함으로써

업무간에 공유가 가능한 객체 지향 데이 타베이스와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채사용이 가능한 일반 기법 (Generic Algorithms) 과 User Interface 를 위한

요소들 (Menus , Graphs , P&ID 둥) 을 Library화 하여 사용자를 위 한 모든 웅용

프로그램올 일관성있게 단축된 시간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상의 세분야 이외에도 PSA 결과의 손쉬운 이용을 위한 지능형 데이타

베이스의 구축 둥 PSA 에 있어 선기술의 이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앞요로도

여러 분야에서 이용 가능성이 나타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V. 연구계획 대 진도

71 간 여‘- 구 기 간 진도율

연구내용 9 10 11 12 2 3 4 .s ( r. )

종합안전성 평가기출개발

1. 1 단계 PSA 전산체제
개선

• KIRAP I 사용자 •- -- - ~ -- r- -- - { •-- - ~ -- r- -- - t- - - ~ - 100
Interface 개선

• 인공신경망 이론 •- -- - I- - - •- -- -~--뉴-- - ~ -- r- -- - t- --•- -- ‘ 100
접복 연구

·운전지원시스탬 I- - - t- --r- - - ~ -- t- - - t- - - (---t- -- 뉴- -- - 100
방법론 개발

• 일반신뢰도 자료처리 ‘- -- -~ --t- - - t- --뉴. -- - 뉴-- - t- - - t- --~ -- - 100
방법론 개발

• 얼반신뢰도 자료수집 I- -- - ~ --I- -- - t- --~ --~ -- t- - - •- -- - I- - - 100

·공통원언고창 기존 ~ --- -- - >- -- - ~ ’- -- - - -- - t- --~’ - 1--- 100
방법론 비교분석

• 인간신뢰도 기초 ~ --- --- I- - - ~-- r- -- - t- --t- --~ --I- -- 100
방법론 조사분석

총 진 도 율 (%)

- - - 당초계획

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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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

1. 연구개발 결과

1단계 PSA 방법론에 대하여 원자로안전평가실에서 금년에 수행한 연구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실에서 개발된

기폰의 전산코드의 개선 및 응용 연구 이며 둘째는 신뢰도 데이타빠이스의

구축 연구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신기술 웅용 연구이다. 각 연구 내용올

요약하면 다융과 같다.

기존의 천산코드의 개선 연구로는 1단계 PSA 수행용 전산코드 체계인

KIRAP의 개선 연구를 수행 하였다. KIRAP은 그동안 표준원전， 영광 3.4 호기，

울진 3 .4 호기동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 가 업무에 사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사용중에 지쩍된 불편한 사항 및 개선점을 판별하여 본 연 구를 통하여 KIRAP

Release 2.0 이 개발되었다. 특히 KIRAP Release 2.0 에서는 각 코드모률 올

모두 386-PC 용으로 전환하여 앞으로는 PC에서 모든 I단계 PSA 작업올 활 수

있도록 하였 다. 현재 KIRAP의 일부 기능 (고장수복 및 사건수목 편집)을 PC

Windows 에서 사용활 수 있도 록 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았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맴 KIRAP의 모든 기능을 Windows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 계획이다.

일반 신뢰도 페이타베이소 (GOB; Generic Data Base) 개발 분야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국 제적으로 알려진 일반 신뢰도 데어타베이스의 구성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실제로 이들이 제 공하는 신뢰도 자료를 처리하여 예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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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일반 신뢰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신뢰도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개발되었으며 연구적 목 적으로도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되었다. 자료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성의

가정하에서 처려되었다는 단점은 있으나， 예비 PSA에 사용하기에논 충분하며，

기존의 국 내에서 개발된 어떠한 일반 신뢰도 더l 이타메이스 보다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데이타베어스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인이 공통원인

고장과 인간 오류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인 바， 이률 위하여 공통원인 고장

빛 인간 오류 분석 방볍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독립고장과 종속고창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추계적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하며， 자료의

처리 및 공통원인고장 데이타베이스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인간신뢰도분석에 대하여도 기초방법론을 조사.비교하였다. 원자력

발천소에 대한 확률적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인간신뢰도분석 (Human

Reliability Analysis) 방볍으로 덜리 사용 되고 있는 THERP , SLIM 및 HeR 등

세가지 방법론올 검토하여 zf 방법론의 장단점 및 그 모 델들이 가지는 카정，

한계점둥을 분석하였다. 아직 위의 방법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운천원의 인지적 과정과 특성을 분석하는 인지적 모텔의

연구개발이 요 구된다.

신기술의 용용연구로는 인공지능 거법과 PSA 기법올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비상 상태 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왼의 조치률 도와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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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스댐인 ’원전의 비상운전지원올 위한 성공경로 탐색시스탱 KOSSN ’올

재발하고 었다. 금년도에는 기존의 KOSSN 기놓에 사건수복 제시 기능을

추가하여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이외에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PSA 자료 평가 방법을 개발 하였다. 현재의

PSA기술에는 공 통원인고장 혹은， 인간 실수의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의 평가와

같은 몇가지 취약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현채까지는 전문까의 판단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나 이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은 불확실성 및 일관성의

결여가 그 약정으로 지적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간

전분가 판단의 취약점을 극복활 수 있는 체계척인 자료 평가 방법 연구 의

일환으로 인공 신경망올 이용한 공흥원인고장 Impact Vector 평가 방법올

개발하였다.

기타 신기술 웅용 연구 분야로 왼전 안전성 분석 및 관리 전산시스댐

구축용Platform 개발 을 통하여 지금까지 원자로안전평가실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여러 시스댐율 객체지향 전산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이를 이용하여

구축중인 PPAM (Platform for Plant Analysis and Management)의 구조하에서

재구축 하는 것이 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풍하여 모든 용용프로그 랩들

사이의 호환성 중대 및 일관된 사용자 Interface를 제공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1/2단계 PSA 연계 방법론으로서 현재 외국에서 수행된 NUREG-1150 (Surry

발전소)， System 80+ PSA 및 Surry IP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에서

사용된 방법론들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Surry IPE PDS (Plan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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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방법론이 PDS 정량화 과정은 복잡하나 발천소 손 상군 변수중 훤자로

용기내 주입상태가 포함되어 노심손상후 거동에 대해 좀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발전소 손상군 논리도에 의해 각 PDS에 대한 정보 (정량화값 동)를 쉽게

알 수 있 기 때문에 Surry IPE POS 방법론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OS만 가지고 비교하기보다 는 CET (Containment Event Tree)까져 고려하여

똥얼한 발전소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론을 사 용하여 PDS플 구성하여 비교

검토하면 최적의 PDS 방법론아 선택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개선된 격납건물 해석방법읍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격납건물 해석 방법들의 주요 특성올 분석하였다. 결과로써 기존

격납건물 해석방법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핵 심적인 내용올 파악하였고

격납건불 사건수목의 특성을 상세히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격납건불

사건수목이 갖추어야할 주요 논리구조 및 요전으로 다음 7 가지가 도출되었다.

1) 사건수목의 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하되 사고경위의 정량화과정은

체계적일 것

2) 분기점 확률개념의 척용에 일관성이 있을것

3) 불확실성분석 및 민감도분석이 용이할 것

4) CET 내의 주요 현상즐을 합리적 방식으로 모사활 것

5) 주요 사고경로 및 중간결파의 추적이 용이할 것

6) 잠재적 격납건물개선올 위하여 새로운 사건의 추가 및 불펼요한 사건의

제거동 CET 수정이 용이할 것

7) Front-End 사건을 객절히 고려하여 Front-End 사건과 격납건불 사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적철히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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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7 가지 주요 요건올 만족시키거 위해서는 적철한 수의 정점사상올

고려하는 사건수목과 이를 보완하는 보조수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진행 순서에 따른 사 상깐의 종속성에 의하여 CET 가

구성되는 현재의 격납건물 해석방볍에서는 보조수목으로서 DET 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CET/DET 체제를 보다 실제적， 합리척으로 사용

하가 위해서는 앞으로 이의 단점올 보완하고 기존 CET 방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을 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결과활용 빛 향후 추진방안

본 청부주도 중장기과제 종합안전성 평가기술개발 I단계 연구기간중

연구개발혜야할 얼로서 약 20여개 세부연구항목올 도출하여 수행중에 있다.

이틀을 큰 부류로 묶으면 PSA 수행용 전산 코드계계 개발， 각 셰부기술 개발

및 개선， PSA 수행시 휠요한 자료의 데아타베이스화， 원천 안 전성 분석에의

신기술 이용 방안 연구 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금년 1차연구년도를

통하 여서 지금까지 약 5-6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안전평가실에서

연구개밸하여온 1 단계 PSA 천산코드체계 KIRAP의 2단계 개발 및 프로토타업

비상운전지원시스댐 KOSSN의 1 단계 개 발올 마무리하였다.

위의 KIRAP 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자로 부터의 불편한 정과 개선사항이

요청되는 대로 간 혈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2단계 개발환료된

KIRAP Release 2.0 은 386-PC로 개발되어서 향후 몇년 동안은 PC상에서 모돈

I 단계 PSA를 수행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향후 3단계 KIRAP은

소프트웨어 개발추세에 따라 MS-Windows 용으로 약 2년에 걸쳐 개 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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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Windows 하에서 는 원전계통도 (P&ID) , 고장수목 및 사건수복

(FT/ET) 의 화면 편집 및 출력기능이 뛰어나고 사용자의 작업 interface 가

뛰어나 PSA 작엽 수행도를 향상시커 며， 여기서 만들어진 자료 및 화면

데이타베이스의 타 목척 (예를 틀변， 원전 진단 및 운전/보수 지원

전문가시스댐 개발) 으로의 웅용이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제를 통하여 1차 개발 완효된 KOSSN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시플레이터에서 I차

검중단계를 거쳤으므로 향후에는 실제 발전소에의 적용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Full-Scale 시툴레이터에의 설치 및 검중 작업이 훨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적용이 며진했던 저출력/정지시와 외부사건에

대한 PSA 기법 개발， 2단계 및 3단계 PSA 기법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므로， 본

정부주도 중장기과제 1단계 연 구개발 기간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방법론

검토콜 풍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법론 및 적용거 법을 개발하고 검중할

계획이다.

또한 본 1차년도에서도 알부 연구가 수행된 인간신뢰도분석， 공통원인고장

분석， 발천소 손 상군， 격납건물 사건수복 둥과 격납건물 건천성， 발전소

가상사고시 방사선훤 및 환경영향 분석 용 전산코드를 개발하고 PSA 수행에

훨요한 자료 및 결과정보의 데이타베이스 구축도 계속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전문가시스댐기법， 인공신경망， 퍼지이론 동 근래에 소개되고 있는 선기술의

원전 안전성분석에의 적용연구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렇거l 되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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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의한 PSA용 전산 코드체계 개발과 자료 및 정보의 데이타베이스를

통하여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천 종합 안천성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올 종진시킬 것 3프로 판단된다.

VI I. 주요 연구기자재 사용내역

연 구 71 기 명 활 용 설 척

1. PC 486 • KIRAP Release 2 개발

2. SUN work station, PC 486 GDB 처리 프로그랩 개발

3. PC 486 • KOSSN (비상 운전지원 시스템) 개발
UP Workstation
Screen Proj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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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처에서 샤행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과제의

연구개발 실척보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올 발표활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체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파제의연구결과임올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유지에 훨요한 내용은 대외척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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