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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원자력 안정성 향상 연구의 중대사고시 노심용용물의 노내외 냉각 

실증 실험 연구 최종 연구보고서 임. 



훌훌앓흘 

1. 제목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의 노내외 냉각 실증 실험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TMI-2와 Chemobyl 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수반하는 최악의 

사고 경우에 대해서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사고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사고 진행 현상에 대한 이해， 해석코드의 개발， 가동중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중대사고 연구의 방향은 현상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대사고의 방지 및 완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노심 손상이 일어난 

이후에도 사고관리 측면이나 안전 계통 측면에서 사고진행을 종료시키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손상 노심의 냉각이 가능해야 하며 손상 

노심의 열올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손상 노심의 위치， 즉 원자로 용기 파손 

전후에 따라 노내와 노외로 구분되는 노심 용융물의 냉각은 노심 용융물 및 주위의 

조건과 관련 현상 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아직까지 현상학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특히 TMI-2 손상 노심의 경우 기폰 해석 모멜율 이용한 해석 

결과로는 원자로 용기가 파손이 되는데 반하여 실제 원자로에서는 노심 용융물의 

냉각이 이루어져 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내 및 노외에서의 

노심용융물의 냉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내 노심용용물 냉각을 

위한 SONATA-IV 연구와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개별 효과 실험 연구률 

수행하여 사고판리전략 개발 및 중대사고 대비 안전컬비의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중대사고 실험연구분야는 중장기 연구개발 I단계의 ”노내외 중대사고 실험 

시껄 구축연구”에서의 중요 현상에 대한 개별효과 실험 연구를 토대로 2단계인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쟁점 해결을 위한 실중 실험융 계획하고 있다. 금년은 2단계의 

l차년도로 노내외 노심용융물 냉각 현상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 세분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노내외 중대사고실증실험 계획 확립 

-노내 냉각원리 검증(타당성)실험 연구 

-노외 중대사고 쟁점 현상에 관한개별효과실험 연구 

노심 용융물의 냉각 쟁점 해결올 위하여 노내 냉각에 대해서는 SONATA-IV 

(Simulation of NaturaJ1y Arrested Thermal Attack in Vessel)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중실험올 위한 단계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노외 냉각은 기폰 l단계의 개별효과 

실험을 발전시켜 연구한 다옴 노내 냉각실험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실충 실험 계획올 

수립할예정이다. 

현재의 SONATA-IV 연구의 I단계는 노내 냉각원리 검중 (proof - of -

principle) 실험으로 원자로 용기 하부로 노심 용융물이 채배치가 될 때 용융물파 용기 

사이의 간극 형성 및 용융물 냉각을 규명하기 위한 LA V A (Lower-plenum Arrested 

Vessel Attack) 실험과 용융불과 용기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이 간극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규명하기 위 한 CHFG (Critical Heat Flux in Gap)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외 

노섬용융물 냉각현상올 밝히기 위한 개별 효파 실험으로는 왼자로 캐비티내 노심 

용융물 충 형성올 위한 초기조건과 관련한 노심 용융물 고압 분출현상 실험， 용용물 

풀의 외부 냉각에 의한 피막충 형성 및 열전달 특성 실험 원자로 캐비티내 용융물과 

11 



콘크리트와의 반웅 및 냉각에 대한 실험 둥이 있다. 

IV. 연구개발결과 

• 노내외 중대사고 실중실험 계 획 확립: 

중대사고 연구 2 단계의 대과제에서는 중대사고 완화 및 예방올 위한 

사고관리 방안 및 셜계 개선안 개발을 목표로 노심 용융물 냉각에 춧캠올 맞추어 

노내와 노외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연구는 원자로 용기 하부의 건전성을 간극에서의 

냉각효과를 통해 입충하고자 다단계 SONATA-IV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SONATA

IV 1 단계로 원리 검충실험 (Proof - of - Principle)이 현재 진행중이며 후속단계에서는 

실험 규모를 대형화하며 상사물올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실중실험 차원으로 발전시킬 

전망이다.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은 일차적으로 노외 냉각 관련 주요 현상의 개별효과 

실험 연구를 수행하며，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 연구와 연계하여 격납건물내 중기폭발 

및 수소연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실험 및 해석척 연구룰 수행할 계획이다. 격납건물 

건전성 실증 실혐의 세부 계획은 SONATA-IV 연구의 부분적 수행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 노내 냉각 원리 검증 (타당성) 실험 연구: 

노내 냉각의 원리로 원자로와 용융물 사이의 간극 형성과 간극에서의 

냉각을 실험하기 위해 각각 LAVA와 CHFG 실험 장치 셜계 제작올 완료하여 

실험인자에 따른 초기 실험들올 수행하였다. LAVA 실험에서는 scoping test로 iron 

thermite 20 kg올 사용하여 원자로 용기를 1/8 선형비로 축소 제작한 원자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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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에서의 용융물의 냉각 및 용기의 건전성올 시험하여 결과를 분석중이다· 

야외에서의 냉각수가 없는 dry condition 실험에서는 순간적인 용기 하부의 파손이 

일어났던 데 반해 LAVA 실험장치를 이용한 냉각수가 있는 경우에 대한 l 차 

실험에서는 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CHFG 실험에서는 인위적으로 반구형의 

일정한 간극을 형성하여 간극에 의한 열전달 비둥 현상의 특성 및 임계열유속올 

측정한다· 실험장치의 설치 완료후 성능 시험을 거쳐 주요 실험 인자를 중심으로 

초기 실험이 진행중이며 간극에서의 위치에 따른 국부적인 따yout 현상올 

관찰하였다. 

노외 중대사고 쟁점 현상에 관한 개별효과 실험 연구: 

l 단계의 개별효과 실험의 연속으로 용융물 냉각시 피막총 형성， 용융물과 

콘크리트와의 반웅， 원자로캐비티 용융몰 고압분출 현상에 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석을 이용한 피막충 형성 실험에서 고온 용융물 표면에서의 막비둥 

및 핵비둥 열전달올 측정하였으며 피막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용융물과콘크리트 반웅 실험은 기존의 영광 원전의 콘크리트 시편을사용하였으며， 

잔열에 의한 용융물 내부의 지속적인 가열올 모의하였다· 장시간의 노심 상사 

용융물의 가열로 종래의 천이 실험 보다 안정된 콘크리트 용해 및 가스 생성이 

일어났다· 영광 원전 콘크리트의 고온에서의 물성치 및 상사용 융물과의 반웅 시 

시간별로 채취한 가스의 종류와 분율은 국내 원전에 대한 MCCI 해석 코드 검증에 

활용될 수 있다. 원자로 캐비티 용융물 고압 분출 현상 연구는 올진 1&2 호기 캐비티 

모형올 1/20 선형비로 축소 제작하여 캐비티 내의 유통 현상올 관찰하고 캐비티 

외부로의 방출 분율올 측정한 결과， 영광 3&4 호기 풍 다른 캐비티 모형과는 각 

실험인자에 따른 방출 분융 둥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실험인자의 변화에 따른 측정 

결과들은올진 1&2 호기 캐비티 모행에 대한해석 모멜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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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컬과의활용계획 

본연구는 원자력 중장기 계획의 중대사고 연구 실험분야의 2단계 

I차년도로서 2단계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허 

SONATA-IV 실험연구는 단계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금년은 l단계의 

냉각원리 검중 단계로 이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LAVA와 CHFG 실험장치를 

제작 껄치， 예비실험까지룰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이들 실험올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노내 냉각현상의 기본원리인 원자로 용기내 용융물의 간극 형성 및 냉각에 

관한 현상과 간극내에서의 열전달 현상에 판한 실험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SONATA-IV 연구는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험규모 및 상사물에 대한 상사 법칙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실증 실험 차원으로 발전시켜 실제 원전에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성 문제의 해결은 중대사고의 진행을 웬자로내에서 

차단하여 웬자로 용기 파손올 방지함으로써 노외 중대사고 현상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률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 연계하여 노내외 중대사고 진행에 대한 사고경위 분석 

및 노내외 사고 관리 전략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올러 SONATA-IV 실험은 실제 

원전의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성을 명가하기 위한 해석코드인 L1LAC와 연계하여 

모델 개발과코드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외 노심용융물의 냉각은 일차적으로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부분적인 중요 현상에 대한 개별효과 실험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SONATA-IV 연구결과를 반영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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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tle 

Experimental study of in- and ex-vessel melt cooling during a severe accident 

11. Objectives and necessity of development of the study 

Since TMI-2 and Chemobyl accidents, a number of severe accident studies, such 

as the understanding of accident progression phenomena, the development of analysis codes 

and the evaluation of severe accidents for operating nuclear reactors, have been pe바onned to 

acquire the safety of nuclear reactors even in the case of a malicious accident. The direction 

of severe accident study has to begin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phenomena, and finally 

conclude with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the severe accidents. After core damage, the 

degraded core has to be cooled down and the decay heat should be removed in order to cease 

the accident progression and maintain a stable state. The cooling of core melt is divided into 

in-vessel and ex-vessel c∞Iing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molten core which is dependent 

on the timing of vessel failure. Since the cooling mechanism varies with the conditions of 

molten core and surroundings and the related phenomena, it contains many 

phenomenological uncertainties so far. Especially for the TMI-2 accident, while the vessel is 

predícted to be fa í1ed from a standard analysis code calculatíon, the calculation using cooling 

devices is not verified yet. In this study, SONA T A-IV study for in-vessel corium cooling and 

several separate e없ct experiments for ex-vessel cooling are carried out to ve디fy in- and ex

vessel cooling phenomena 때d finally to develop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and 

ímprove engineered reactor design for the sever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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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develop빼ent 

Severe accident experiment research division is planning to run verification 

expe꺼ments to resolve the severe accident issues as the second phase study, based on the 

separate eff농ct experiments pe빼'rmed in the first phase of mid- and long term project. In this 

year as the first year ofthe second phase, three p하ts of study has been performed with regard 

to the issues of in- and ex-vessel cooling. 

- Contirmation of the veritication expe꺼ment pl뻐s for in- 뻐d ex-vesseJ du꺼ng severe 

accidents 

- Experimental study ofthe proofofp꺼nciple for in-vessel cooling (feasibility study) 

- Separate etTect experiment study for ex-vessel severe accident issues 

In order to resolve corium cooling issues, SONA T A-IV (Simulation of Naturally Arrested 

Thermal Attack in Vessel) program is set up for in-vessel cooling and a progression of the 

verification experiment has been done, and an integral verification experiment of the 

containment integrity for ex-vessel cooling is pl뻐ned to be carried out 뼈sed on the separate 

effect experiments performed in the first phase. First phase study of SONA T A-IV is proof of 

principle experiment and it is composed of LA V A (Lower-plenum Arrested Vessel Attack) 

experiment to find the gap between melt and the lower plen빼 during melt relocation and to 

certify melt quenching 뻐d CHFG (Critical Heat Flux in Gap) experiment to certify heat 

πansfer mechanism in 뻐 없tificial gap. As separate etTect experiments for ex-vessel cooling, 

high pressure melt ejection experiment related to the initial condition for debris layer 

formation in the reactor cavity, crust formation 뻐d heat πansfer expe꺼ment in the molten 

p。이 and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experiment a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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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research development 

• Confirmation of in- and ex-vessel severe accident verification experiment plan: 

A systematical research plan is set up to resolve in- and ex-vessel corium cooling 

focused on the cooling of molten core to develop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and design 

improvement for mitigation and prevention of severe accidents. As an in-vessel cooling 

study, multi-phase SONAT A-IV research program is accomplished to veri한 lower head 

integrity through cooling in the gap. As a first ph잃e of SONAT A-IV program, proof of 

principle experiments are in progress and afterward I따ge scale verification experiments are 

planned using di없rent melt simulants. As ex-vessel cooling experiments, at first separate 

effect experiments will be performed and then integral containment experiment and 때alysis 

wi1l be carried out including steam explosion and hydrogen buming in the containment. The 

specific containment integrity verification experiment will be gradually caπied out based on 

the results from SONATA-IV program. 

• Proof of principle expe꺼ment study (feasibility study): 

As an in-vessel cooling principle, first phase LA VA and CHFG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find gap formation and gap cooling mechanism. As a scoping test of the 

LA V A experiment, 20 kg of iron thermite was poured into the 1/8 Iinear scale lower ple삐n 

to find cooling characteristics and integrity of the lower plenum and the res비15 are being 

analyzed. While the lower plenum was failed immediately in the dry case experiment 

performed in 때 open space, the integrity of the lower plenum was maintained in the LA V A 

experiment with cooling water. In the CHFG experiment, the characteristics ofboiling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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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ansfer and critical heat flux are measured in an artificial constant hemispherical gap. After 

functioning tests, a few experiments are in progress and local dryout has been measured. 

• Separate effect experiments for ex-vessel severe accident issues 

As a succession of the first stage of separate effect experiments, crust fonnation,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and high pressure melt ejection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Crust formation experiment during melt quenching is performed to measure film 

boiling and nucleate boiling heat σansfer characteristics on the high temperature melt 

surface using tin.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experiment is performed with local 

concrete used in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 applying sustained heating. More stable 

erosion rate and gas generation rate are obtained using long term heating than previous 

π81lSient experiments. High press따e melt ejection experiment is perfonned with 1120 linear 

scale Ulchin 1&2 cavity mockup to observe flow pattem and measure dispersal ratio. The 

measured results wi1l be used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for Ulchin 1&2 cavity mockup. 

v. Applicaöon plan of results from the research development 

This study is the first year severe accident experiment study of second phase of 

mid- and long tenn project and it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s for the efficient progress 

of the second phase research. Especially SONA T A-IV experiment program is prepared as a 

gradual long term plan and this year is the first phase in which the cooling principles is 

proved perfonning LA V A and CHFG experiments. In the second year, main experiments of 

gap fonnation 뼈d cooling phenomena and of heat transfer mechanism in gap will be 

perfonned and the results will be sorted out. ln the second and third phases of SONAT 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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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verification experiments based on a scaling of melt and size will be performed to 

resolve severe accident issues in nuclear power plants. The resolution of in-vessel corium 

cooling issue provides the lowering possibility of containment failure and then the 

minimization of release of fission products by preventing ex-vessel severe accident 

phenomena by means of in-vessel retention. For this, in this study accident analysis and 

accident management sπategy will be developed related to the experiments. And 

SONA T A-IV experiment will be c∞perated with the LILAC code, an analytical computer 

code for evaluation of in-vessel melt c∞ling issues which is being developed. 

As ex-vessel melt cooling experiments, some of separate effect experiments will be 

performed since the main focus is on the in-vessel melt cooling, and afterward an integral 

plan for containment integrity achievement will be made using the results from SONA T 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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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서 폼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는 기존의 설계 기준 사고를 넘어서서 노심의 

손상을 일으켜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유출될 수 있는 사고로 발생 가능성은 

회박하지만 미국의 TMI-2 사고와구소련의 Chemobyl 사고를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둥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은 TMI-2 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원전의 운전과 건셜올 위하여 

중대사고 현상의 이해， 평가 방법의 개발， 중대사고 방지 완화를 위한 설계 개선 및 

사고 관리 전략 개발 등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대사고 종결 프로그램 등올 

통해 실제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 및 해결에 노력올 경주해 왔다. 국내에서도 TMI 

권고 사항올 중심으로 중대사고 대처 능력올 향상시켰으며， 중대사고 관련 분야의 

연구률 위하여 원자력 연구소를 중심으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의 

중대사고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CSARP)에 참여합과 아울러 국내의 독자적인 

중대사고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소의 중대사고 연구 프로그램은 초창기 과기처의 특정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정부 주도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의 ”안전성 

향상 연구” 파제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어 왔다. 중대사고와 관련된 세부과제로는 

충대사고 분석코드 개발， 노내외 중대사고 실험시설 구축연구와 중대사고 

사고관리가 있으며， 그중 노내외 중대사고 실험시설 구축연구는 1996년 7월 l 단계 

연구가 종료되고 1996년 8월부터 2단계 연구로 노내외 노심 용융물 냉각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대사고의 진행은 노심용융 및 용융 노심의 이동， 원자로 용기 파손， 

격납건물내 용융노심의 거동，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및 이동 둥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 

지배된다. 그중 중대사고의 진행올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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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이 이루어진 다음 장기간 안정적으로 노심 냉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심의 냉각은 고온의 노심을 일차적으로 저온으로 만들고， 이어 노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눈 잔열(decay heat)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시에는 원자로 내에 용융풀 혹은 파편충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노심 손상 이전의 다발행 구조와는 다른 복잡한 모형을 갖게 됨으로써 냉각 

측면에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TMI-2 사고에서는 일차적으로 

피복재의 파손 이후 원자로 중간지점에 핵연료 웰렛이 쌓인 후 잔열에 의해 용융풀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용융물 피막층이 파손되면서 용융물이 원자로 하부로 흘러 내려 

새로운 용융풀을 형성하였다. TMI-2 경우 원자로 하부의 용융풀에서 냉각이 

이루어져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지 않고 사고 진행이 멈추었지만， 원자로 용기가 

파손이 될 경우에는 격납건물내에서 노심 용용물의 냉각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로 

파손전 고압을 유지 하는 경 우 용융몰 고압 분출 현상 (High Pressure Melt Ejection : 

HPME)에 의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캐비티 및 격납 건물 내부 구조물로 분산되어 

파편충올 형성하게 되며， 저압사고 경위의 경우 용융물이 원자로 캐비티내로 

흘러내려 용융풀을 형성하게 된다. 노심 용융물의 냉각은 노심 용융물이 위치하는 

곳에 따라전략상노내와노외로구별할수 있다. 

노내 노심 냉각은 원자로 용기 파손전 원자로 내에서 냉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자로 용기의 파손올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방법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냉각수의 유무가 결정되며， 또한 용융풀의 형성 및 용융물의 냉각성 둥 

현상학적 불확실성도 크다· 노내 노심 용융물 냉각은 냉각 방식에 따라 용기 내부 

냉각 (Intemal Vessel Cooling)과 용기 외부 냉각 (Extemal Vessel Cooing)으로 나눌 수 

있다. 용기 내부 냉각은 원자로 하부에 냉각수가 충분할 때 노심 용융물의 냉각이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로 TMI-2 용융 노심 냉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적인 

사고 경위들에 대해서도 현상학적 측면에서 냉각 가능성이 입증되면 셜계적 보완 

없이 사고 관리 전략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노내 냉각이 가능해진다· 용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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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은 원자로 외벽을 냉각수로 냉각시킴으로써 원자로 내부의 손상 노심을 

냉각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캐비티에 일정한 시간내에 충분한 냉각수가 공급되어 

원자로 외벽의 상당 높이까지 냉각수로 잠기도록 캐비티 구조와 냉각수 공급계통이 

되어 있어야한다. 

노외 노심 냉각은 원자로 용기 파손에 따라 용융물이 원자로 캐비티에 

위치하므로 저압이면 캐비티의 내부에서의 냉각을 고려하므로 노내보다는 냉각 

되는 과정이 단순하다. 그러나 이 경우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용을 수반하게 되며， 

용융물의 퍼짐 (spreading) 및 용융풀의 냉각과정에 대한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노내외의 노심 용융물 냉각은 중요도에 비추어 아직도 불확실성이 큰 

현상으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원전의 중대사고 대처 

록면 즉 중대사고률 위한 사고관리 및 셜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가통중인 원전의 경우 손상노심 냉각을위한사고관리 전략개발 및 셜계개선은 매우 

제한되지만중대사고를셜계에 반영해야되는 신형 원전의 경우 노심용융물 냉각은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정으로 대처 전략은 발전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충 방호 개념에 따라 노내 및 노외의 냉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나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CE의 System 80+와 

유럽의 EPR은 노외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하여 원자로 용기 파손이후 

캐비티내에서 용융물의 냉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캐비티 바닥면적 빛 급수 계통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웨스탱하우스의 AP600은 노내 냉각이 가능하도록 원자로 

외벽을 냉각수로 채워 원자로외벽을 냉각 시키도록 셜계하였다·국내 차세대 원전의 

경우도 원자로 캐비티내에서의 노심 용융물의 냉각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대사고 

보완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노내 노심 용융물 냉각도 고려하고 있다· 즉 

본연구를 통한 노내 냉각 연구 결과를 단계적으로 차세대 원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보며， 셜계척인 측면에서는 원자로 용기 외부 냉각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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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후기 노심 손상에 의해 원자로 내부 및 원자로 파손이후 

원자로 캐비티에서의 노심 용융물의 냉각 챙챔에 초챔율 맞추어 장기적인 실험 

연구를추진할 계획이다· 노내 노심 용용물 냉각의 경우에는 TMI-2 사고에서와 같이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 용기 하부로 재배치되어 용융풀율 형성할 때 원자로 용기 하부 

및 상부 냉각수와의 열전달， 즉 원자로 용기 파손 방지 및 용융물풀의 열제거 기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일반척으로 기폰의 해석코드 및 모멜에서는 후기 노심 

손상이후 용융물이 원자로 용기 하부에 용융풀을 형성하면 원자로 용기가 

파손된다고 모의하고 었다. TMI-2 사고에서 냉각 가능성이 입충되었으나 이를 

현상학적으로 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90년대 초반이후 

OECD주관의 TMI-2 VIP 프로그램올 통해 TMI-2의 후기 노심 손상 과정의 결과가 

알려 짐에 따라 미국 유럽 둥 주요 국가들에서는 TMI-2 노심의 냉각에 대해 많은 

판섬융 갖게 되어 국제척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중장기 

계획 I단계에서 연구 동향 파악 및 연구 필요성 둥에 관한 조사 연구 과정올 거쳐 본 

과제에서 SONATA-IV 연구계획올확립하여 본격적인 연구를추진하게 되었다. 

SONATA-IV 연구는 TMI-2의 노내 노심 용융물 냉각의 원인 규명 에서 

출발하여 사고 관리 및 셜계 측면에서 노내 노심 냉각올 보장하는 쟁챔 해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TMI-2 사고의 경우는 고압사고 경위로 저압 및 

다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노심 냉각 가능성이 입중된 것은 아니므로 노내 노섬 

냉각의 일반적인 척용 가능성의 입증이 필요하다· 특히 중대사고시 사고 관리의 

충요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일차 계통의 감압전략과 일치하게 위해서는 저압 사고 

청위에서도 가능한 노내 냉각 개념의 일반화를 필요로 한다 SONATA-IV는 

기초적인 현상의 규명에서 부터 실제 원전에 대한 실종 실험까지를 고려한 다단계，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끔년은 실질적인 변에서 SONATA-IV 연구의 첫해로 

준비 단계 (0단계) 및 l 단계의 주요 업무가 추진되었다. SONATA-IV 1 단계의 주요 

연구 목표는 노내 노섬 용융물 냉각의 기본 현상의 규명으로 원자로 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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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물사이의 냉각 간극의 형성과 간극에서의 열전달 기구를 밝히기 위한 두개의 

중간 규모의 실험 장치， LAVA와 CHFG의 제작 셜치가 완료되었다. SONATA-IV의 

연구 계획 및 내용은 제 3장 l 절의 연구 내용에서 자세히 셜명되었으며 판련 

위탁과제의 내용도 3절에 요약 정리하였다· 위탁과제에서의 원자로 용기의 고온 

변형 특성연구와 수직 간극에서의 임계열수력 기본 실험은 LAVA와 CHFG 실험의 

보완자료로활용된다. 

노외 노심 용융물의 냉각은 원자로 파손 이후의 단계로 일차적으로 노내 

노심 용용물 냉각에 의한 원자로 용기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외 냉각과 관련한 부분적인 현상만을 고려하였다. 특 왼자로 용기 파손이후 

캐비티내 노심 용융물의 냉각 특성에 대한 총합적인 실험 연구라기보다는 노외 노심 

냉각과 판련한 용융물의 고압 분출 현상， 용용물파 콘크리트 반용， 피막충의 형성 및 

열전달에 관한 개별 효과 실험올 수행하였다·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은 노내 냉각 

실험 연구의 진행과정 및 개별효과 실험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척인 실험연구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주제별 개별효과 실험의 주요 내용 및 결과는 제 3장 

2절에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대사고 실험분야의 중장기 2단계의 I차년도의 

연차보고서로 현재 추진중인 업무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는 추후 

기술보고서와 단계 종합보고서로 정리될 예정으로 특히 LAVA와 CHFG 실험의 

경우 실험 내용 및 장치의 설명에 춧점을 맞추었다. 2장에서는 노내의 노심 용용물 

냉각의 연구 통향을 조사하였으며， 3장에서는 노내 노심 냉각 실험 연구와 개별 효과 

실험 연구의 연구내용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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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창 노내외 노섬용융물 
냉각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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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장 끊二내외 끊二샘용융훌 냉각 기슐 

개발혐황 

제 1 절 노내중대사고경위및사고관리방안 

원전에서 노섬 물질이 용융하는 중대사고는 초기사고(initiating event)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중대사고로 전개될 수 있는 초기사고는 확흩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와 개별 원전의 안전성 점검(IP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올 통하여 지금까지 많이 평가되었으며 [2.1 ， 2.2], 이들 결과에 

따르면 중대사고에 이르는 확률이 많은 사고는 발전소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국내 원전인 영광 3&4 호기에서 중대사고로 이르는 확롤이 높은 사고로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16.5 %), 중기발생기 2차측 급수 완전 상실사고(15.1 %), 

전원 상실사고(14.6 %), 125V DC 모선 상실사고(1 0.6 %), 중기 발생기 전열관 

파손사고(8.5 %),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8.4 %),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7.6 

%) 퉁이 었다[2.3]. 

중대사고로 진행될 수 있는 초기사고들은 전원상실사고와 증기발생기 2차측 

급수상실 사고와 같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인 사고와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져압인 사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초기사고로부터 

원자로용기 파손까지의 중대사고 전개과정은 그립 2.1 에 나타나 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사고 경위는 저압사고 경위로 변화될 수 있으며 운전원의 사고방지 및 

완화 방안 수행에 따라 원자로가 파손되는 것올 막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란에서는 

고압사고 중대사고 경위와 저압사고 경위로 구분하여 중대사고툴 미연에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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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 노내 중대사고 진행과정과 사고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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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L 고압중대사고경위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인 상태에서 사고가 시작된 경우눈 급수 계통의 작동 

중지 퉁으로 중기발생기 2차측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증기발생기가 열침(heat 

sink.) 역할을 상실한다.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원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가압기 

안전밸브 둥올 통한 냉각재 방출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가 고갈되어 

냉각수로부터 노심이 노출(core uncovery)된다· 노심이 노출되어도 운전원의 사고관리 

방안의 수행이 없다면 노심은 용괴열 때문에 온도가 상숭하고，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1,000 K률 상회하면 피복재 재질인 ziπaloy의 중기와의 산화반용에 의한 

산화열 때문에 온도가 더욱 상숭한다. 

핵연료의 온도상숭은 핵연료 내의 핵분열 생성물올 핵연료와 피복채 사이의 

간격(gap)으로 방출시켜 간격의 압력이 상숭한다. 핵연료 피복재 내외부의 압력차이 

중가는 핵연료 피복재를 파손시키며， 이에 따라 피복재 외부의 중기가 간격으로 

주입되어 핵연료 피복재 내외부에서 산화반웅(double side oxidation)이 발생한다· 

산화반옹에 의한 산화열은 피복재 온도가 약 1,700-1 ,800 K 일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피복재의 온도는 급격히 상숭한다·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가 약 2,700 K에 

도달하면 산화된 피복재 물질이 용융，파열되어 노심 하부로 재배치된다(zr02 rupture 

and relocation). 이후 온도가 약 3,000 K에 도달하면 핵연료가 용융하여 노심 하부로 

재배치된다. 참고로 그림 2.2는 노심 물질의 용융온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용융 

금속과의 eutectic 형성으로 실제 용융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핵연료가 용융할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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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노심 물질의 용융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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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 물질이 손상되기 전에 운전원이 종기발생기 2차측에 냉각수 방출과 

주입을 하는 2차측 feed & bleed를 통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율 감압하거나 가압기의 

안전감압계통(SDS: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을 개방하고 고압 안전주입 

계룡(HPSI: High Pressure Safety 1띠ection System)올 작동하는 l차측 feed & bleed를 

통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면 고압 사고경위가 저압 사고경위로 변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원의 조치가 없다면 고압상태에서 핵연료가 용용하고 용융된 

물질들은 원자로용기 하부 plate 상부로 재배치되고 TMI-2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 용융 pool율· 형성하게 된다· 이때 TMI-2 사고에서와 같은 가압기 

PORV(Power Operated Relief Valve)의 개방고착(stuck open),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축(Reactor Coolant Pump Shaft Se때) 파손， 고온 중기의 자연순환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배관(고온관， 가압기 surge관， 중기발생기 U판 동) 파손， 운전원의 

임의적인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등으로 고압사고에서 저압사고로 변화될 수 

있다[2.5].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요인이 없고 노섬용융물을 효과적으로 냉각하지 

않으면 노심의 하부 plate 상부에 재배치되었던 용융물은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훤다· 이때 원자로용기 내는 고압이기 때문에 노내 중기폭발(steam explosion)의 

발생가능성은 회박하다.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섬용융물에 고압안전주입 

계통 풍의 작동으로 냉각수를 효과적으로 주입하면 TMI-2 사고에서와 같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지 않고 노섬용융물을 냉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섬용융물에 

효과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인 상태에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격납용기 직접가열(Direct Con떼빼ent Heating)에 의한 

격납건물의 조기파손(early containment failure)을 초래할 수 있다· 

2. 저압충대사고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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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저압인 상태에서 중대사고로 이르는 대표적인 초기 

사고는 냉각재 상실사고(LOCA: Loss Of C。이빠 Accident)이다·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압 안전주입계통， 안전주입 탱크 혹은 accumulator, 저압 안전주입계풍 둥의 비상 

냉각채 주입 계풍(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이 작동하면 중대사고로 

진행되지 않고 원자로가 복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계풍이 작동하지 않으면 

고압사고 경위와 같이 원자로용기 내에 냉각재가 부족하여 노섬노출 후에 핵연료가 

용융하게 된다. 저압 사고경위눈 고압 사고경위와는 달리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의 

냉각재가 빨리 상실되고， 핵연료 피복채 내외부 사이의 많은 압력차이 때문에 핵연료 

피복재가 빨리 파손되어 중대사고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용융된 노샘 물질은 

고압사고 경위와 같이 원자로용기 하부 plate상부에서 pool올 형성하게 되고， 

효파적인 냉각수 주입이 없다면 노섬용융물은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된다. 

이때 고압사고와는 달리 원자로용기 내가 저압인 경우에는 노섬용용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될 때 증기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내에서 

중기폭발에 의한 격납용기의 a-mode 파손 가능성은 회박하다고 알려져 었다[2.6]. 

노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되었을 때 저압 안전주입 계풍 

풍의 작동으로 효과적으로 냉각수가 주입하게 되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됨이 없이 

노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냉각되어 원자로가 복구될 수 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냉각수가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주입되지 않으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며 

이에 따라 노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 cavíty에 많이 방출되어 노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MCCI: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3. 노내 중대사고 관리 방안 

초기사고로부터 중대사고로 진행되더라도 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운전원이 대처하여 적합한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방안을 수행하면 원자로를 복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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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립 2.3은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 한 안전 목적 수목(SOT: Safety Objective 

Tree)올 보여주고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내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올 완전히 제거할 수 었어야 하고 

원자로용기의 압력경계를 유지할 수 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노내 중대사고 관리 방안이 수행될 수 

있다· 

• 증기발생기 2차측 냉각수 방출 및 주입 (feed & bleed)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냉각수 방출 및 주입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직접 감압 

• 훤자로냉각재펌프의 재가동 

• 손상된 노심 물질에 냉각수 주입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extemal vessel cooling) 

가· 증기발생기 2차측 냉각수 방출 및 주입 

증기발생기 2차측에 냉각수를 주입하고 방출하는 사고관리 방안은 

중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대사고 방지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전소 비상운전 

지 첨 (ERG: Emergency Response Guideline)에 일 부 반영 되 어 있 다[2.7]. 이 방안은 

증기발생기 U튜브 파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발생기 2차측의 냉각재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별 부담없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발전소의 비상시 중대사고 방지를 위하여 운전원이 가장 먼저 수행할 수 

있으며，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할 수 

있다. 

이 방안의 수행율 위해서는 급수계통(feed w하er system)의 작동으로 

중기발생기 2차측에 충분한 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웅축기(condenser) dump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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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dump value, 증기발생기 PORV 풍의 증기발생기 2 차측 bleed계통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중기발생기 U튜브 파손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파손된 

중기발생기를 제외한 건전한 중기발생기를 사용하여 이 방안이 수행될 수 있다.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시 고압 안전주입 계통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노심이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중대사고 방지를위하여 이 방안이 빠른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한다·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시 고압 안전주입 계통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방안을 

수행하면 중기발생기 U튜브를 통한 열전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계풍을 감압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은 파단부위를 통하여 상실되는 

냉각재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안전주입탱크나 accumulator 및 저압 안전주입 계통 

둥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심용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2 차측을통하여 많은 양올 급격히 bleed and feed하면 중기발생기 

U튜브를 과냉각하여 증기발생기 U튜브 파손사고를 초래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내의 방사능 물질이 격납용기툴 거침이 없이 바로 대기로 누출될(con뼈inment 

bypass) 수 있다· 따라서 각 발전소별로 이 방안에 대하여 사고별 시행시기 및 양에 

대한충분한해석이 수행된 이후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방안으로 정립될 수 있다. 

나. 원자로 냉각재 계통 냉각수 방출 및 주입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하고 방출하는 방안은 고압사고일 때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방안으로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었다· 이 방안은 가압기 

PORV나 안천 감압 밸브를 개방하여 냉각수를 방출하고 고압 안전주입 펌프 둥을 

작동하여 냉각수를 주입함으로서 수행될 수 있다. 핵연료가 용융되기 전에 운전원이 

이 방안올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중대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노심이 손상된 

후에도 이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원자로용기 파손올 방지하면서 원자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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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증기발생기 2 차측율 통하여 노심내에서 생성되는 

용괴열올 제거할 수 없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방안이다 

이 방안율 수행하려면 가압기 PORV 나 SDVS(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 동의 원자로 냉각재 계풍의 bleed계통과 HPSI, accumulator, LPSI 동의 feed 

계흉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안올 수행해야 되는 주요 사고는 완전급수 

상실사고(tota1 10ss of feed water),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ATWS(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뻐1) 둥으로써 bleed 시 챔과 양 

및 feed 시점과 양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발전소마다 bleed와 feed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각 발전소별로 충분한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계통의 

b1eed and feed 방안은 이러한 충분한 해석과 검토가 수행된 이후 중대사고 관리 

방안으로서 정 립될 수 있다. 

기폰의 원전에서 이 방안올 수행하면 격납용기 내부를 방사능 물질로 

팡범위하게 오염시킬 뿐만아니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의 냉각재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상태를 충분히 갑지한 이후 수행할 수 었다· 따라서 훤자력 

발전소 운천원의 이 방안 수행결정은 매우 어렵고 부담이 갈 것이다. 개량형 

훤자로에서는 기존의 격납용기 외부에R WST(Refueling Water Storage Tank)를 

젤치하는 방법과는 달리 격납용기 내부에 IRWST(l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를 셜치하여 가압기의 감압계통과 연결하였다. 이러한 셜계로 개량형 

원자로에서는 가압기의 감압계홍율 작동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율 직껍 감압하여도 

냉각재가 격납용기률 오염시키지 않고 바로 IRWST로 유입된다. 따라서 운전훤의 

이와 같은 중대사고 방지 방안 수행 결정이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 

계룡의 감압시기와 감압양， 주입시기와 주입양에 대해서는 발전소별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 훤자로 냉각재 계통의 직 접 갑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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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직접 갑압 방안은 발전소 내외의 교류 전원상실 동의 

원인으로 중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계통의 feed 계통이 작동 불가능하고 직류 

전원으로 작동 가능한 가압기의 PORV 나 SDVS 둥 원자로 냉각계통의 bleed 계통만 

작동가능할 때 유용한 중대사고 완화 방안이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매우 

높은 사고시 계통의 감압은 사고가 악화되어 원자로용기 하단부가 파손될 때 

격납용기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용기 조기파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고압 

고온의 종기에 의한 자연순환으로 중기발생기 U튜브가 파손되어 격납용기가 

오염되는 가능성올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의 수행은 원자로내 노심냉각올 

위하여 안전주입탱크， 저압 안전주입 계통 등의 비상노심 냉각계통 작동올 용이하게 

할수었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직접 감압은 계통내의 냉각채 총량이 감소되며 

격납용기 압력 및 온도의 중가와 격납용기 대기로 수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때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냉각재 총량의 감소와 수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은 감압시기 및 감압량에 크게 의존한다. 격납용기 대기중으로 수소의 

계속척인 방출은 격납용기 수소농도비의 증가에 따른 수소연소 혹은 폭발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직접 감압은 노내 중기폭발을 

발생하게 하여 격납용기 조기파손을초래할수 있다· 

원자로 냉각계통의 칙접 감압은 전체적인 발전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척인 방안 중의 하나이나 격납용기내 방사선 방출 둥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압시기 및 감압량 등에 대한 상세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 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소별로 충분한 해석이 수행된 이후 

중대사고 완화 방안으로 정 립될 수 었다· 

라· 원자로 냉각재 혐프의 채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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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재 휩프가 정상적인 작동올 멈춘 상황에서 휩프톨 작동시켜 

노섬율 풍해서 강제순환율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심을 냉각시키는 방안이다. 1979년 

발생한 TMI-2 중대사고에서는 이상유동에 의한 진동때문에 운전원이 작동중인 

원자로 냉각재 혐프를 정지시킴으로써 노섬물질이 더 빠르게 손상되었다· 혐프의 

심각한 진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천원은 다른 완화 방안의 수행이 가능할 

동안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해셔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작동하여 강제순환올 시도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혐프들을 하나씩 돌려가면서 작동시켰다가 중지하는 

것딴으로도 효과가 있다.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시 이 방안을 수행하면 발생위치에 따라 파단부를 

흉하여 냉각재 상실올 촉진시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재 재고량의 손실올 

중가시킬 수 있으나 계통의 감압을 촉진시켜 안전주입탱크와 저압안전주입 계통의 

작동으로 노심에 냉각수 보충율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발전소 비상 

훈전 절차서(EOP: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에는 가능한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운전을 지속하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방안올 수행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는 

휩프의 cavi빼tion과 steam binding 조건에서 원자로 냉각재 혐프툴 계속 작동했올 때 

발생할 수 있는 펌프의 치명척 손상이다. 미국 원전 공급자들의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비상절차서에서는 cavitation, flashing, 진동이 있을 경우에 혐프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대사고를 완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 

펌프률 계속운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올수 있다· 

마‘ 손상된 노심 물질에 냉각수 주입 

손상된 노섬 물질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중대사고 판리 방안은 이 방안 수행시 

발생활수 있는물리적 현상이 복잡하고 계속적으로 냉각수를주입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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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되기 때문에 매우어렵고 복잡하다·중대사고관리의 주요목표인 노심 손상 

억제， 방사성 물질 방출의 제어， 장기적으로 발전소의 안전상태 유지 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손상된 노심내 냉각수의 주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시 냉각수와 손상된 노심과의 반웅은 과다한 증기와 수소를 생성시킬 수 있으며 

비용산수주입은노심의 재임계 사고를유발시킬 수 었다. 

냉각수 주입후 장기적으로 노심용융물의 냉각올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심내의 냉각수 주입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내 순환에 의한 냉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 계통내 생성된 많은 양의 중기와 수소 둥은 원자로 

냉각재 휩프의 작동올 어렵게 하거나 자연순환 유통을 중단시킬 수 있다. 노심손상 

이후，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할만한충분한 열을노심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는 

증기발생기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계통의 냉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잔열제거 계통을 통한 열제거는 노심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잔열제거 계통의 손상과 

아울러 핵분열 생생물이 격납용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보조 건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상노심의 열제거 수단으로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내에 중기 및 수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노심의 잔열제거는 어렵다. 

손상된 노심내 냉각수의 주입에 따른 세부적인 현상온 노심의 손상정도 및 

냉각수 주입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냉각수의 주입으로 손상 노심이 

모든 경우에 냉각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노심 및 냉각 톡성에 따라 수소 및 중기도 

다르게 생성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총분한 연구가 수행된 이후 중대사고 완화 

방안으로 정립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요소보다도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냉각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상된 노심에 충분한 냉각수를 주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는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되었올 때 이 중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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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방안을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연구인 SONATA-IV 

프로책트를 수행하고 있다· 

바.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원전에서 노심물질이 용융하는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중대사고 완화방안인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방안은 원자로공동 

총수계통(cavity flooding system), 격납용기 살수계통(containment spray system), 비상 

급수계흉 퉁율 이용하여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원자로공동율 냉각수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톨 위하여 냉각수를 원자로용기 하부의 

원자로공동에 주입하면 원자로공동 뿐만 아니라 원자로용기 외벽의 절반 이상이 

냉각수로 차게 되어 원자로용기 외벅이 냉각수와 칙접 접촉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의 

열이 외부로 전달되는 형태가 된다· 이 방안올 수행했율 때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지 

않으려면 노심용융물의 열용량파 노심용융물에서 생성되는 용괴열(decay heat)이 

노심용융물 상부를 흉해서는 대류(convection)와 복사(radiation)로 열이 전달되어야 

하고 원자로용기 외벽을 통해서는 전도(conduction)와 비둥(boiling)에 의한 방법으로 

원자로용기 외부의 냉각수로 열전달되어야 한다.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 파손 전에 원자로공동에 냉각수톨 

주입하여 원자로용기률 외벽냉각하는 방안은 중대사고 판리 록면쁜만 아니라 

원자로공동 충수계롱과 같은 원전의 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전의 

셜계률 추진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련 현상 연구와 원전에의 적용 가능성을 

명가하고 었다· 그러나 아직 세계 각국은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에 대한 많은 판련 물리적 현상 연구 및 실제 원전에의 적용가능성 

명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중대사고 완화방안융 실제 원전에 척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구형 VVER 원전인 핀랜드 Loviisa 원자로의 경우 이 방안을 IVR(ln-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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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올 위 한 하나의 중대사고 완화 방안으로 정 립 하였다[2.8]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시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의 

긍정적 효과는 원자로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고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노심용융물을 원자로공동 내에서 냉각할수 있다· 또한 격납용기 직접 가열현상과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과 같은 격납용기 관련 중대사고 현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고온판과 저온관 등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의 파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방안의 부정적인 효과는 비상 냉각수를 원자로공동 내로 

주입하기 때문에 원자로용기 내로 주입하는 냉각수가 감소될 수 있으며 원자로용기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한 열웅력 증가로 원자로용기 벽이 creep rupture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를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중대사고 완화방안을 수행하였지만 사고가 악화되어 원자로용기가 파손된다면 

훤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직접 접촉에 의한 중기폭발(steam explosion) 

현상이 발생하여 격납용기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고 많은 증기 생성으로 인하여 

격 납용기 부하(containment load)가 증가될 수 있다.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방안은 냉각수를 주입하는 시점 및 양과 

주입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로용기 하부의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노심용융이 시작되었으나 노섬에의 냉각수 

주입으로 사고를 완화할 수 없는 시점이면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상황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심손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측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훤전의 계측기는 고온관의 

온도롤 이용하여 노심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노심손상 상황을 

정확하게 환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노심손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설치가 펼요하며 계측이 불가능할 때는 중대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최 척 명 가(best estimation) 계 산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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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의 노내 냉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하부의 원자로공동에서 격납용기로의 수중기의 분출이 자유로워야 할 

뿐만아니라 왼자로 공동으로 충분한 냉각수 공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고온의 

원자로용기 외벽에 냉각수가 주입됨에 따른 용기 외부 표면에서의 임계열유속 

발생은 노십용융물 냉각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리적 현상으로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었다. 

제 2 절 노내노심용융물냉각관련연구현황 

1.개요 

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고온의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될 때 원자로용기 하반구 내에서 노심용융물의 열적 거통 및 하부 반구에 대한 

기계적， 열적 부하는 관련 현상이 복잡하고 실험으로의 모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상의 난이함에도 불구하고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현상의 원인 규명은 기폰 원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 여유도의 제고와 이에 따른 

노내외 중대사고 관리 방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었으며，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실험과해석적 연구가수행되고 었다· 

본 항에서는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주요 현상인 노심손상 후기과정 (late phase 

melt progression)인 노섬에서 노심용융물 pool 형성 및 관련 열전달 특성，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반구 내로의 재배치 현상 및 하반구에서 노심 

용융물의 거동 연구，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노심용융물 냉각 연구，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를 위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둥으로 구분하여 연구현황에 대하여 

기숱하였다· 

-26-



2. 노심손상후기과정 연구 

노심손상은 중대사고 경위의 시작점으로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사고 

진행과정을 결정할 뿐만아나라 노심용용물이 웬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는 

과정에 많은 영향율 미친다· 따라서 이 과정은 원자로용기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올 하게 된다· 노심손상 과정은 젤계기준사고(D8A: Design 8asis Accident)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노심의 냉각이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노심 

노출부터 그 이후 노심용용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될 때까지의 일련의 

제반현상율포함한다. 이러한노심손상 파청은노심이 가열되기 시작하여 제어봉 및 

핵연료봉의 금속 성분이 용융되어 노심의 하부로 재배치되기 까지의 초기파정과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의 pool 형성 및 고화 피막충 형성 이후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 까지의 후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심손상 전기과정인 핵연료 가열，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 및 파손， 혜연료의 

용융파열， 핵연료의 용용 현상 둥은 P8F-SFD[2.9, 2.10], NRU孔HT[2.11] ， ACRR

DF[2.12, 2.13], CORA[2.14, 2.15], LOFT-FP[2.16], PHE8US-SFD[2.17] 풍의 

실험수행으로 많이 규명되었으나， 노심손상 후기과정은 현상의 복잡성 풍으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노심손상 후기과정은 고온의 세라믹 용융물이 노심 

하부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관련 현상이 매우 복잡하다. 즉， 노심용용물 상태가 너무 

고온이고 복잡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노심용융물 내부에서의 용융과 고화를 

반복하는 상변화 현상 때문에 현상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따론다.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노심 손상 후기과정과 관련하여 노내실험을 수행하는 PHE8US

FP(Fission Product) 프로그램 [2.18， 2.19, 2.20]율 수행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기숱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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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BUS FP 실험 개요 

PHEBUS 왼자로 내에서 노내 중대사고 실험을 수행하는 PHEBUS FP 

프로그램은 프랑스 CEA의 lPSN과 유럽공동체의 JRC가 공동으로 1988년 7월에 

시작하고， 미국의 USNRC, 캐나다의 COG(CANDU Owners Group), 일본의 NUPEC과 

JAERI, 한국의 KAERI가 참여한국제 공동연구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 내용은 

중대사고 연구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많은 분야인 노섬손상 후기과정파 해분열 

생성물의 방출， 이송， 거동 둥을 규명하기 위하여 6 번의 노내실험인 PHEBUS FPTO, 

FPT1 , FPT4, FPπ， FPT5, FPT3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툴 실험중 첫번째 실험인 

FPTO는 1993년 12월에 수행되었고， 두 번째 실험인 FPTl은 1996년 7월에 성공척으로 

수행되었다 본 란에서 PHEBUS-FP 실험장치 및 핵연료다발에 대한 PIE(Post 

lrradiation Examination)로 노심손상 후기과정에 대한 실험결과가 밝혀진 FPTO에 

대하여분석하였다. 

• PHEBUS FP 실험 장치 

PHEBUS FP 노내 실 험 을 위 한 실 험 시 셜은 driver core, pressurized water loop, 

steam injection loop, experimental circuit, containment vessel 풍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PHEBUS FP 실험 시 설 은 기 폰의 LOCA(Loss Of Coolant Accident)와 SFD(Severe Fuel 

Damage) 실험을 수행하던 PHEBUS hall 시설에 FP 실험올 위한 격납건물(Caisson 

REPF 501)을 지하에 새로 건셜하였다. PHEBUS FP 실험장치는 그림 2.4의 

개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EBUS 원자로， 훤자로 냉각 계통 배관， 중기발생기， 

격납건물(REPF 502), 대기건물(REPF 503) 둥으로 구성되어 었다. PHEBUS FP 

격납건물인 REPF 501 건물에는 PHEBUS FP 실험올 위한 중기발생기， 원자로 

냉각계통 배관， 격납용기(REPF 502), 핵분열 생성물 측정장치， 냉각 계통， 각 

기기들올 옴직이기 위한 Crane 퉁이 셜치되어 있다. PHEBUS 원자로 주변에는 

중기나 비용축성 기혜를 주입할 수 있는 계통파 165 0C의 용도와 25기압의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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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 PHEBUS FP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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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냉각수를공급할수있는계통이 있다· 

PHEBUS FP 실험을 수행하는 PHEBUS 원자로는 핵연료의 짧은 과도상태 

실험 수행을 위하여 1979 년에 건설되었으며， 핵연료봉이 장착된 길이 143.3 cm의 

26개 다발(bundle)과 제어봉이 장착된 6개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PHEBUS 

원자로에는 길이 80 cm의 총 1576개의 핵연료봉이 장착되어 있어， 40 MW(냉각수 

유량 = 2500 m3fhr)의 최대출력을 낼수 있으나 FP실험에서는 25 MW(냉각수 유량 = 

1750 m3새r)로 시설을 제한하였다· 실험 수행 시에는 1 개의 test 다발을 PHEBUS 

원자로 중앙에 설치하며， 제어봉이 장착된 6개의 다발올 이용하여 출력올조절한다. 

PHEBUS FP 실험올 위한 핵연료다발(test bundle)은 900 MW(e) 용량의 

가압경수로 노심을 1/5 ，000로， 크기는 약 1/17로 각각 축소하였다. PHEBUS FP 

실험에서는 20 개의 핵연료봉， 1 개의 Ag-In-Cd 제어봉， 2개의 Ultrasonic Thennometer 

둥으로 구성되었으며， PWR-AF A zircaloy형 spacer grids와 4개의 stifIener로 고정된다. 

핵연료봉은 길이가 1m, U-235의 농도는 4.5 %(FPT1의 경우， 18개의 사용 핵연료는 

6.85 %, 2개의 새 핵연료는 3.5 %)이다. 또한 핵연료는 Zircaloy-4로 피복되며 헬룸 

기체로 가압된다. 제어봉은 80 %의 Ag, 15 %의 In， 5%의 Cd로 구성되어 길이가 l 

m이고， stainless-steel 304로 피복된다. 제어봉은 핵연료다발의 중앙에 위치하며， 

Zircaloy-4로 제작되고 높이가 113.3 cm인 guide tube로 둘러싸여 있다. Spacer grid눈 

PWR-AF A zircaloy-4형으로서 2개가 높이 2 1.85cm, 73.85 cm에 각각 설치되었으며， 각 

spacer grid는 높이가 4.3 cm이고 spring은 Inconel 718로 제작되었다. PHEBUS FP 

실험을 위한 핵연료다발은 Th02, zr02 등의 shroud 물질로 절연되며， Inconel 625 로 

제작된 pressure tube로 둘러쌓여 었다. 

PHEBUS FP 실험장치에서 원자로 냉각 계통은 Inconel로 제작된 직경 3 

cm의 배관으로 구성되며， 각 배관의 외곽에는 heater가 장착되어 외부로의 열손실을 

방지한다. PHEBUSFP 실험을 위한 증기발생기는 l 개 U tube(원자로용기쪽 높이: 4.33 

m, 격납용기쪽 높이: 3.68 m)이다. 중기발생기는 Inconel 600으로 내경 2cm,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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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cm의 크기로 제작되며， 유기 액체(Gilothenn RD)로 냉각된다. 중기발생기 2차록율 

흐르는 유기 액체는 유량이 약 10 m3/hr이며， 주입구는 150 oC, 배출구는 145 oC의 

용도를유지한다. PHEBUS FP 실험 후에는 핵연료다발을 원자로용기 건물 내에 있는 

PEC(Poste d’Examens et de Controle)시셜로 옮겨 연료다발의 수직 단면을 촬영하는 

numerical radiography, 핵연료다발의 수명단면을 촬영하는 computed tomographies, 

핵연료다발 내의 수칙 질량 분포도를 구하는 gamma scanmng 둥의 비파괴 PIE를 

수행한다 . 

• PHEBUS FPTO 실험 결과 

PHEBUS FPTO 실험에서는 측정의 어려옴으로 노심손상 후기파청과 관련한 

용융물의 거동을 규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측정장치가 없었으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심의 온도를 록정하는 열전대도 노심용융 후 손상되어 결과툴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간접적인 실험 정보인 OLAM(On-Line Aerosol Monitor) 신호， 

Ag-In-Cd의 제어봉 물질이 입자화되어 방출되는 것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측정하는 각 록정장치 신호， 핵연료봉 다발 외곽의 Shroud에 대한 온도 측정결과， 

Tomographies와 Gamma Scanning과 같은 비파괴 PIE 결과， Cuts and Associated Visual 

Examination, Metallographies, Electron Probe Micro Analysis(EPMA) 둥의 파괴 PIE 결과 

등올분석하여 노심손상후기과정이 규명되었다· 

PHEBUS FPT 실험의 과도상태 시작 후 약 12,000 초에는 급격한 산화반웅에 

의한 온도 상숭으로 약 40cm 이상의 핵연료 피복재인 Zircaloy가 용융하고 핵연료인 

UÛ2가 용융되어 핵연료다발의 중간 부분으로 재배치되었다· 특히 핵연료다발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제어봉 물질의 용융이 다른 핵연료다발 물질들과의 

Eutectic 형성으로 중앙 부분의 핵연료 피복재 용융온도와 핵연료 용융온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핵연료 온도， OLAM 신호， PIE 결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제어봉 물질의 용융 때문에 핵연료다발의 중앙부분이 외곽 부분에 비하여 더 많이 

-31-



용융되어 하부로 재배치되었다· 이것은 tomographies의 비파괴 PIE 결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PHEBUS FPTO 실험의 과도상태 중 제어봉의 용융파열 이후 약 13,000 초부터 

14,750 초까지 첨차적으로 상부의 핵연료다발 물질이 용융되어 중간 부분으로 

재배치되었다. 이것은 핵연료와 Shroud 측정 용도 결과로 확인 가능하였다. 약 14,750 

초부터 15,200 초까지 핵연료다발 하부로부터 높이 35 cm 부터 45 cm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용융 Pool이 형성되었으며 Shroud를 통한 주변과의 열전달로 용융 Pool 

외곽에 피막충이 형성되었다· 약 15,200 초에 중·상부의 많은 핵연료다발 물질 용융 

및 재배치로 하부 Spacer Grid 윗부분인 약 25-35 cm 영역에 용융 Pool 이 형성되어 

유로혜쇄(Flow Blockage)가 발생하였으나 곧 남서 방향에서 중기유로가 형성되었다. 

PHEBUS FPTO 실햄의 과도상태 중 약 15,200 초부터 18,100 초까지 

핵연료다발 하부로부터 약 25-35 cm 위치에 형성된 용융 Pool 내부에서눈 용피열의 

내부발열로 자연대류 열전달이 발생하였으며 Shroud 를 통한 주변과의 열전달로 

핵연료다발 외팍 부분에 피막충이 형성되었다. 용융물 내부에서의 자연대류 열전달 

흐름으로 남서 방향으로 증기의 유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북서방향과 남동방향의 

Shroud 물질이 많이 손상되었다· 원자로가 정지된 시간인 18， 138초 직전인 

18， 100초에 핵연료다발 하부로부터 25-35 cm 에 형성되었던 용융 Pool 이 이들을 

지탱하고 있던 하부 spacer grid 의 손상으로 약 10 cm 하부로 이동하였다. 약 15-25 cm 

위치에 형성된 용융 Pool 내부에서는 자연대류 열전달이 발생하였으며 shroud를 

흉하여 핵연료다발 외부와의 열전달로 외팍 부분에 피막충이 형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PHEBUS FPTO 실험에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어떤 다른 노내 

중대사고실험보다 핵연료가 많이 용융되어 노심손상 후기과정인 용융물의 재배치， 

용융 W이행성，용융물의 자연대류에 의한피막충 행성 퉁을보여주었다. 

3.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반구로의 재배치 및 거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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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어 원자로용기와 

접촉하여 반웅하는 것은 이의 파손을 초래할 수 었다· 특히 원자로용기의 전체적인 

파손(global vessel 뼈i1ure)과 국부적인 파손(Iocalized vessel failure)의 가능성은 

노심용융물이 하반구로 재배치되는 과정과 냉각수와 접촉하고 냉각되는 과정 및 

증기폭발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좌우된다. 이와 같이 노심용융물이 냉각수가 

존재하는 원자로용기 하부로 재배치되는 과정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JRC(Joint 

Research Center)-Ispra에서 수행중인 FARO 실험 프로그램 [2.21 ， 2.22]이다· 

중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 내로 

재배치되면 냉각방안 수행에 따라 노심용융물이 pool올· 형성하고， po이 내부에서는 

자연 대류 열전달이 발생한다. 이러한 노심용용물의 자연대류 현상은 상부 피막충을 

통해 냉각수로 전달되는 복사 열량파 하부 용기 벽면을 통한 열전달량에 영향올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노심용융물의 최종 상태 

및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다. 이에 대한 실험 연구는 

OECD.깨EA 주관 국제 공동 연구로서 러시아 Kuπhatov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RASPLAV 프로그램(2.23 ， 2.24, 2.25]이 었다· 

가.FARO 프로그램 

이탈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JRC-Ispra에서 수행중인 FARO 프로그램은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반구로의 재배치 형상， 노섬용융불과 

냉각수 및 원자로용기 하반구와의 반웅에 의한 열적.기계적 부하를 규명하는 

실험이다· 그림 2.5의 FARO 실험 장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RO 실험은 150 - 200 

kg의 U02-ZlÛ2-(Zr) 용융물을 도가니에서 Thermite 반웅으로 생성시키고 방출용기로 

이동시킨 후 0.5 - 5 MPa의 실험압력으로 가압시킨다. 가압후 중력에 의한 자유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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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용용물을 FARO 실험 반웅용기인 TERMOS 용기로 주입한다. 주요 측정 

인자는 반웅 용기 내부의 대기 부분과 냉각수 내부의 압력과 온도 및 debris catcher의 

역할을 하는 하부판의 온도이다· 실험 목적에 따라 초기 vessel 압력， 냉각수 온도 및 

양(vessel 내의 냉각수 높이)， 용융물 성분 및 양 퉁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며， 

각 실험들은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용기내의 압력 증가 및 하부 판에 

가해지는 열적 부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용융물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가장 많이 상숭한 경우는 Zr이 용융물 

성분으로 포함된 L-II 실험인데， 이는 Zr이 산화되면서 생성된 수소때문이다· 또한 L-

14 실험과 L-20 실험을 비교해 보면， 5.0 MPa의 고압 상태보다 2.0 MPa의 저압 

상태에서 냉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FARO 프로그램에서는 저압 상태에서의 

효율적인 냉각의 충분한 검증올 위하여 0.5 MPa의 저압에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5.0 MPa의 계통 압력과 1.0 m의 냉각수 수위에서 수행한 실험들인 L-06, L-08, L-19 

둥을 분석해 보면， 용융물 질량을 18 kg 사용한 L-06에서 44 kg으로 용융물 양을 

증가시킨 L-08의 경우는 냉각수로의 열전달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용융물양을 더 

증가시킨 L-19는 열전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한 

용융물 성분과 통일한 계통 압력에서 수행한 실험들은 용융물 질량과 냉각수 수위에 

상관없이 통일한 냉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섬용융물의 

냉각수로의 열전달율， 즉 노섬용융물의 냉각률은 압력과 용융물의 성분 변화(Zr의 

함량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이 종료된 후 노섬용융물의 구조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실험 L-

11 에서는 용융물이 하부판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분쇄되었으나 순수한 산화 

용융물을 사용한 다른 실험에서는 일정 정도의 용융물이 덩어려 (cake) 형태로 하부 

판위에 존재하였다. L-19의 경우는 L-14의 경우에 비해 많은 양의 용융물이 분쇄되어 

분쇄된 용융물 질량과 하부 판에 존재하는 용융물 질량이 반반 정도였다. 두 실험이 

냉각수의 수위(냉각수 질량)을 제외하고는 통일한 조건이었으므로 냉각수의 vessel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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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용융물의 분쇄 과정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L-06 

이나 L-08 실험에서 30% 의 용융물이 하부판위에 존재했던 것을보아도알수 었다· 

많은 양의 용융물이 "Cake" 형태률 이루었던 L-19 실험에서 고화됨 용융물 

덩어리에 대한 분석올 수행하였다· 이러한 원자로 용기 내부의 노심용융물의 구조 

분석은 TMI-2 사고 이래로 원자로 하부 용기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간주되어왔다· 분석 결과 하부 판과 접촉하고 있던 용융물의 표면에 깊은 주륨이 

연속적으로 나었고， 물결치듯이 바닥면이 굴곡이 져있어서 용융물이 하부 판과 거의 

접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올 추측할 수 있다. 어떤 지점에서는 파여진 주름의 

깊이가수 mm 나되었다·또한，용융물과하부판과의 접촉시 수중기의 팽창에 의해 

생걱진 것으로 보이는 기포 동공(void pocket)이 폰재하였다·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는 

바y case에 대하여 순수한 U02 용융물을 붓는 초기 FARO 실험과 버교하면， debris 

구조의 큰 차이는 없으나 dry case에서는 주롬의 깊이가 깊지 않고 기포 동공이 

존재하지 않았으며，고화된용융물이 잘깨지지 않았다· 

1997년 이후의 FARO 실험은 FAT라는 새로운 실험 장치에서 대기압 조건의 

quenching 실 험 과 spreading 실험 을 계 획 하고 있 다. Spreading 실 험 은 dry/wet cavity 

조건에서 수행하며 접촉연의 영향， 피막총 형성 영역의 분석， spreading의 

mechanism에 중점을두고 수행할 계획이다· 

나. RASPLAV 프로그햄 

RASPLAV 프로그램은 OECD NEA 주판의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국제 공동 연구과제로서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하여 원자로용기 

외부냉각시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노심용융물 P이 형성과 거동 및 노심용융물파 

원자로용기와의 열척.화학적 반웅애 대한연구를수행하는것이다.이 프로그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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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캐나다， 핀랜드， 프량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체코， 헝가리 둥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4년에 시작하여 1997년 6월까지의 phase 1이 3년 동안 수행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 1999년 말까지의 phase [J가 수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 프로그햄의 주요 연구 내용은 실제 핵연료 약 200 kg을 용융하는 대형 

실험， 많은 양의 핵연료를 용융하는 대형 실험 전후에 실험의 기술적문제 해결과 

관련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약 10 - 50 kg의 핵연료를 용융하여 소형실험， 

NaF-NaBF4 혼합물인 salt를 이용하여 고화 피막충 형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용융물의 자연대류 열전달올 모의하는 실험，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노심용융물의 거동에 대한 해석적 연구， 핵연료가 포함된 고용의 노심용융물의 

물성치인 열전도도， 전기전도도，용융 및 고화용도 둥을 실험으로 측정하는 것 둥이다. 

RASPLAV 실험에서는 많은 핵연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실험올 수행하기 

전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소규모 실험올 

수행하였다· 여러가지 기술적인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는 

용융물의 가열 방법과 원자로 하부 반구의 모형이었다. 1995 년 2월에 수행된 

RASPLA V A W-2.5 실험에서는 slice 모형에서의 벽면 가열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1995년 8월에 수행된 RASPLA V AD-2.5 실험에서는 직접 전기 가열 

방법은 노심용융물의 높은 전기 전도도 및 Lorentz force의 영향 때문에 한계가 

폰재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소규모 실험을 수행한 결과 200 kg의 

용융물을 사용하는 대규모 실험에서는 slice 모형의 원자로를 셜정하고 유도가열을 

이용한 벽면 가열 방법융 채택하였다. 

높은 열출력 밀도(high power density)의 모사와 상부 표면으로의 단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노심용융물의 양율 많이 하는 실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하여 1996년 10월에 수행된 실험이 RASPLA V A W -200-1 이다· 

AW-200-1 실험에 사용된 slice의 반경은 0.4 m이고 두께는 0.116 m였다. 이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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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핵연료 200 kg을 300 kW 용량의 유도 가열로률 

이용하여 벽면 가열함으로서 용융시켰다. RASPLAV AW-200-1 실험에서는 최대 

노심용융물 용도가 2700 oC 까지 도달하였으며， 그 온도에서 약 2 시간동안 

유지되었다. 반웅용기 표면에서의 명균 열유속은 약 100 kW/m1이었고， 이 때 

노심용융물 pool 내부에서 자연 대류가 발생하였다· 실험 결과의 분석올 통하여 해석 

모앨로 예측했던 결과와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함올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노심용융물의 거동 및 씬자로 구조의 반웅율 충분히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결론올도출하였다. 

1997년 5월에 수행된 두번째 대형실험인 RASPLA V A W-200-2 실험은 첫번째 

대형실험과거의 동일한조건에서 실험올수행하였으나 열속과 정상상태 유지시간올 

중가시켰다. Salt롤사용하여 고화충 형성과자연대류 열전달올모의하는 실험에서는 

NaF-NaBF4 혼합물을 이용하여 고화 피막층 형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용융물의 자연대류 열전달을 모의하였으며， 주로 측면가열(side wall heating) 방법을 

이용하여 단열과 둥용 경계조건에 대하여 약 34차례 실험올 수행하였다. 또한 

RASPLAV 프로그램에서는 노심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거동을 모의하는 

CONV-2D와 CONV-3D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대형 용융물 실험의 실험전.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1997년 7월 1일부터 3년동안수행될 Phase n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주요 

실험올수행할예정이다. 

• 실제 핵연료 약 200 kg을 사용하는 대형 실험 : 상부와 하부를 둥온조건하에서 C-

22(U02 : 81.5 %, zr02 : 5.0 %, Zr : 13.5 %)와 C-I00(U02 : 77.8 %, zr02 : 22.2) 200 

kg올 측면가열로 용융하는 3번의 실험 수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번째 실험은 

Iron을 약 5% 챔가하여 수행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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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핵연료를 사용한 소형 실험 : 1 단계에서 수행하였던 TULPAN 실험을 계속 

수행할 예정으로서 C-22와 C-IOO 약 10 kg을 사용하여 thermal sσatification 및 

용융물과원자로용기 사이의 화학적 반웅실험올 약 4회 수행할 예정임. 

• Salt툴 사용 고화충 형성과 자연대류 열전달 실험 단계에서 건껄된 

실험시셜에서 경계조건， salt의 구성성분，Pr수，Ra수 변화에 따라약 4차례 실험을 

계획하고있음. 

4.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노섬용용물 냉각 연구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되었올 때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하는 중대사고 관리 방안은 크게 원자로용기 내로 냉각수를 주입하여 

노심용융물율 냉각하는 방안(in-vessel corium cooling)과 원자로용기 외부인 cavity에 

냉각수률 주입하여 원자로용기 외 벽을 냉각(extemal vessel cooling)하여 노심용융물율 

냉각하는 두 방안으로 구분할 수 었다· 노심용용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필 

때 원자로용기가 저압인 경우에는 고압 안전주입(High Pressure Safety lnjection: 

HPSI)펌프 작동， 안전 주입 탱크(Sa때 lnjection Tank: SfT) 작동， 잔열제거 

계룡(Residual Heat Removal System: RHRS) 작동 둥으로 원자로용기 내로 냉각수톨 

주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율 수 있으므로 원자로용기 외부의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는방안보다우션척으로수행될 수 있다.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TMl깅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어도 원자로용기 내에 냉각수 주입으로 원자로용기 

파손옳 방지한 실례가 었다. TMI-2사고는 상당시간 동안 고압 안천주입 펌프의 

작동으로 노섬용융물이 웬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될 때 노심내 냉각수 수위가 

매우 높았으며， 노심에서 용융 po이 형성 및 po이 내부에서 자연대류 열전달 흐름의 

발생으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벽 가까이로 흘러 내린것파 같은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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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냉각되어 원자로용기 파손이 

방지되었다[2.26]. 이와 같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후 

노심용용물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원자로용기 건전성올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된 많은 

현상 규명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과 판련하여 SONATA-IV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3장에 기술하였다· 

가. INEL 실험 

미국 INEL(Idaho National Engineering 냐boratory)은 중대사고시 냉각수가 

폰재하는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는 노심용융물의 냉각 특성올 규명하는 

3단계 실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2.27， 2.28]. INEL은 TMI-2 VIP(Vessel 

Investigation Project)[2.29]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기관으로 이 과제를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결과를 기초로 노내 현상에 대한 예비 해석과 실험 계획올 

수립하였다. INEL 노내 냉각 실험 프로그램은 실험올 통하여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현상을 규명 하고 이 를 토대 로 SCDAP/RELAP5 전산코드[2.3이의 노심 용융물 

노내냉각모렐 개선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INEL 노내 냉각 실험은 그립 2.7과 같은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는데 

실험 용기 내에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기체를 주입시킨 후 고주파 유도 가열 

방식으로 실제 노심용융물과 성분이 통일한 용융물을 생성시킨다. INEL에서 수행한 

예비 해석결과에 의하면 용융물올 일정온도로 가열시커는데 용융물의 온도가 

용융온도보다 185 K 이상이 되어야만 잔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 

하반구를 모의하는 반웅용기는 carbon steel 재질로 칙경이 O.6m이며， 용융물은 실제 

노심용융물 성분올 사용한다. INEL 노내 냉각 실험은 노심 용융물 질량， 냉각수 

질량과 온도， 용융물 성분 퉁 실험 초기 조건올 변화시커면서 6 종류의 실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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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7 INEL 노섬용융물노내 냉각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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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실험 중에 노심용융물의 가열 정도 및 열손실을 측정하며， 실험 후에 

고화된 용융물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노내 냉각에 기여하는 노심용융물의 구조 

혹성율 명가할 예정으로 있다. 

나. JAERI 실험 

JA앉I에 서 는 ALPHA(Assessment of Loads and Perfonnance of Con떼빼ent in a 

Hypothetical Accident) 실험시셜을 이용하여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2.31 ， 2 .32]. 이 실험연구의 목표는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과 관련된 현상 규명과 

실험 결과를 근거로 노내 냉각 현상에 관한 해석 모델올 개발하는 것이다· 실험 

장치의 제작과 셜치를 1996 년 봄에 완료하고 2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8의 

실험장치의 개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의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기폭발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험 용기내를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약 16 기압으로 가압하고， 냉각수의 온도는 거의 포화 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노심용융물의 상사물로는 Ab03를 사용하였고， 용융물은 Thennite 반웅으로 

생성시켰다. 원자로 하부 용기 모사체는 Carbon Steel 반구 내부에 Stainless Steel Liner 

를부착한형태로 칙경 O.5m，두께 21 mm 로 하였다. 

실험은 Thennite 반웅에 의해 생성되는 용융물올 철과 AbOJ로 분리하여 

초기에 냉각수가 폰재하는 하반구에 AhOJ를 주입시킨 후 반웅 과정중에 냉각수를 

계속 주입시켰다. 반웅 중의 하부 반구 외벽의 용도는 각도별로 6 개의 K형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노심용융물의 용도 변화는 하부 반구 중앙 부분에서 WlRe 

열전대를 사용하여 특정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애 고화된 용융물의 구조 분석은 

가시화를 통해 수행되었다. 

ALPHA 시껄에서는 IDCOOl과 IDC002의 두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실험이 

수행되었다. 두 실험에서 반구내 냉각수의 용도와 수위 및 실험 용기내의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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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8 JAERI 노심용융물노내 냉각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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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였다· 두 실험의 차이캠은 사용 용융물의 질량으로서 IOCOOl 실험은 30 kg, 

IOC002 실험 은 50 kg의 AhOJ 용융물을 사용하였다. 실험 이 끝난 후 고화된 용용물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두 실험 모두 용용물 표면이 매우 거 철고， 고화된 용융물 내부에 

균열(crack)이 형성된 것올 보여주었다· 실험통안 용융물과 하부 반구 외벽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열전도에 의한 하부 반구의 냉각 정도보다 훨씬 

급격하게 냉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심용융물의 노내 냉각의 가능성 및 노내 

냉각의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노섬용용물과 하부 반구사이의 간극과 노섬용융물 

내부에 균열의 존재 가능성올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실험후 분석을 통하여 

용융물과 용기 사이에 형성된 간극올 확인하였으며 초음파 계측기를 이용하여 

간극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다. FAI의 노내 노섬용융물 냉각실험 

FAI(Fauske & Associates, Inc.)에서는 EPRI의 지훤하에 냉각수가 폰재하는 

carbon steel 용기 하반구에 Thermite 용융물이 주입 되 는 경 우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비접촉성을 확인하는 실험올 수행하였다. 1993년에는 원자로용기 외부 냉각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용기 하반구 중간 부분과 외벽에서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열전대가 갑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활발한 이상 유동의 상변화가 

존재하는간극에서의 온도변화를갑지하기 위한예비 실험의 형태였으며，실험 결과 

열전대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를 충분히 갑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FAI에서는 미국의 EPRI와 USNRC, 프랑스의 EDF, 일본의 BWR & PWR Community, 

스위스 원자력 Community 둥의 후원하에 Thermite 용융물을 이용하여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냉각수 폰재시 간극 및 균열(crack)에 의한 노내 냉각 현상 규명을 위한 

l단계 실험인 기본 원리 실중(proof of principle)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2단계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2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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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9와 같은 실험시셀에서 수행하는 FAI의 제 I단계 실험은 40 kg의 

Thennite 용융물율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두께(l.1cm， 3.3 cm), 원자로용기 절연유무， 

최대 용기내 압력(1.5 MPa, 2.9 MPa) 풍에 따라 실험율 4회 수행하였다· 이 때 Thermite 

용융물에서 철과 Alumina는 분리하지 않는다· 그림 2.10파 같은 실험시셜에서 수행할 

제 2단계 실험에서는 제 I단계에셔와 같이 40kg의 Thermite 용융물을 철파 Alumina로 

분리하여 약 1.2 MPa로 가압된 냉각수로 주입하는 실험올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로용기와 노심용융물 사이에 간극형성율 확인하였다. 

라·독일실험 

독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실험은 Siemens KWU와 뭔헨 

대학에서 수행되고 었다[2.35]. Siemens의 실험은 노심용융물파 원자로 하부 용기 

사이에 인위적인 간극을 형성시킨 후 그 간극올 통한 유동 특성 및 냉각 륙성을 

분석하는 실험이며， 뭔헨 대학의 실험은 노심용용물의 다공성에 의한 냉각수의 

투과에 의한노내 냉각특성을분석하는실험이다· 

(1) Siemens KWU 실험 

Siemens 실험 연구는 간극올 통한 노심용용물 냉각의 현상 규명 빛 이에 대한 

기본 자료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었다· 간극올 통한 냉각 능력율 결청하는 인자로 

간극의 크기，원자로하부 반구의 표면 거철기，하부 반구 재질의 세 가지롤 고려하고， 

냉각수로는 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었다. Siemens 실험에서는 원자로 하부 

용기 내부에 노심용융물을 모사하는 직경 0.6 m 의 구리로 만들어진 전기 히터톨 

장착하였으며， 구리 히터의 열출력용 500 kW/m2이다· 이 전기 히터와 하부 용기 

사이에 일정 정도의 임의적인 간극올 형성시킨다· 그립 2.11 의 실험장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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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크기와 표면 거철기를 고려하고， 특히 여러 가지 재질의 반구를 사용하여 반구 

열전도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간극율 통한 원자로 하부 용기의 냉각 능력 측정율 위하여 반구 벽면과 구리 

히터 몸체 내부에 열전대를 장착하였다· 열전대로 구해진 온도 데이타는 냉각수에 

의한 열제거와 냉각 상태 및 간극에서의 dryout에 대한 정보롤 제공한다· 간극의 출구 

부분에는 창율 셜치하여 가시화가 가능하도록 실험 장치률 제작하였으며 13 MPa 

까지 가압시켜 실험을 수행하고 었다. 

(2) 뭔헨 대학실험 

뭔헨 대학은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된 노섬용융물이 노심파편총올 

형성했올때 냉각수로의 열전달 현상을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실험은 

Siemens KWU 실험에서 고려하고 있는 노심용융물과 원자로 하부 반구 사이의 

간극뿐만 아니라 노심용융물의 다공성(porosity )에 의한 냉각수의 투파 가능성을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노심용융물 냉각의 주요 원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뭔헨 

대학의 노내 냉각 실험 연구는 1995 년 가율부터 시작하여 1998 년 가을까지 계속 

수행할예정이다. 

다공성의 노심용융물충 내부로 냉각수가 주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냉각 

특성을 규명하고자 노심용융물 모사체로 직경 3 - 4 mm의 쇠구슐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다공성의 노심용융물충 하부에 피막충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피막충이 존재하는 경우는 노심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간극을 모사하는 것이고， 피막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노심용용물이 

하부반구에 직접 접촉하는경우이다.피막충이 폰재하지 않고노심용융물이 원자로 

하부 반구면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다공성이 증가하여 유입되는 냉각수의 유량이 

중대원다. 반면 피막충이 폰재하는 실험은 다공성이 있는 판으로 모사된 피막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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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된 노심용융물(쇠구슬)을 원자로 하부 용기와 분리시키므로 노심용융물 

내로의 냉각수의 투과성이 달라진다· 또한 판의 위치롤 변화시켜서 간극의 크기를 

조절하는실험이 가능하다. 

쇠구슬들은 압력 용기 내부에 위치한 유도 가열로에 의해 가열된다. 용기는 

원자로 하부 용기의 벽면올 모사하기 위하여 바닥면이 기옳어져 있다. 열전대가 

쇠구슬 사이에 장착되어 쇠구슬의 온도를 측정하여 dryout올 감지한다. 유동의 

진동으로 인한 압력 변화는 quartz pressure sensor로 측정된다. 쇠구슬 사이에 

생성되는 기포의 유동 및 형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impedence probe가 쇠구슬 사이에 

장착되어 었다. 이 impedence probe 는 직경이 쇠구슬의 직경과 동일하므로 유동에 

영향올 거의 미치지 않는다. 쇠구슬 동공 사이로 생성되는 기포의 형상과 기화 

과정풍을 촬영하기 위하여 초당 4500 fr없nes의 속도로 촬영이 가능한 high-speed video 

camera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thermographic camera를 이용하여 유리 용기 바닥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여 particle bed의 바닥변에서의 열전달을 평가하고 었다· 

쇠구술의 가열에 의한 냉각수의 기화로 줄어드는 냉각수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냉각수 공급 장치에 의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공급될 것이다. 실혐의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계통압력은 TMI-2 사고와 유사하게 10 MPa로 셜정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있다· 

5.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한노심용융물 냉각연구 

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cavity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을 냉각하는 중대사고 완화방안의 수행으로 원자로용기 

파손올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사고경위별로 정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칙 정밀한 분석이 많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핀랜드를 제외하고 아칙 이 방안을 

채택한 국가는 없으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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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하게 분석하는 노력과 판련 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웬자로용기 91 벽 냉각으로 노심용융물을 노내에서 냉각하는 것은 

원자로용기 외 벽 형 태， cavity 구조， cavity에 냉각수 주입 방안 퉁이 원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원전에 기초한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웬자로용기 외벽 냉각으로 

노심용융물 냉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cavíty에서 격납용기로 수증기가 자유륨게 

분출되어야 하고 cavity로 충분한 냉각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고온의 원자로용기 

외벽에 표면에서의 임계 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이 노심용융물로부터 

원자로용기 외벽으로 전달되는 열량보다 커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올 규명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가. CYBL 실험 

며국 Sandia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 Laboratory: SNL)는 U.S.DOE의 

후원하에 heavy water new production 원자로(HWR-NPR)를 대상으로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롤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 주입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천달 특성올 

규명하는 실험 인 CYBL(Cylindrical Boiling) 프로그햄을 수행하였다[2.36， 2.37, 2.38].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CYBL 장치는 원자로 공동을 모사하는 

외부 용기와 원자로 용기를 모사하는 내부 용기의 두겹으로 이루어져있다. 외부 

용기의 직경은 5.1 m 이며， 높이는 8.4 m 이다· 내부 용기는 칙경 3.7 m, 높이 6.8 m 

이며， 두 용기 사이 측면의 환상 간격은 0.71 m 이다. NPR 웬자로의 하부 반구는 

일반적인 경수로와는 달리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YBL 실험 장치의 

내부 용기는 반경 3.36 m 의 Crown 영역과 반경 0.66m의 Knuckle 영역으로 구환된다. 

노심용융물의 열속 모사는 실험 용기 내벽애 설치된 복사 햄프 히터(radiant ramp 

heater)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대 열출력은 6MW이고 최대 국부 옐속은 40 W/cm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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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부 용기 바닥면에서의 비둥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반경 0 .3 - 0.6 m의 시장이 

실험 용기 측면과바닥면에 51 개 얼치되어 있다· 

CYBL 실험은 열속의 크기 및 분포를 변화시켜 가면서 NPR 실험과 NE1 , 2 

실험이 수행되었다. NPR 시리즈는 열속의 크기는 통일하게 하고 열속의 분포률 

달리하는실험이었다. NPR-A 실험에서는 16 W/cm2 의 열속올실험 용기 하부반구에 

균일하게 제공하였고， NPR-B 실험에서는 하부 반구 가장 자리의 열속을 최대 16 

W/cm2로 주고 하부 반구 중앙 부분의 열속융 가장 자리 열속의 절반을 가하여 

불균일한 열속분포를 형성시켰다· 실험 결과균일한열속율 제공한 NPR-A 실험에서 

하부 반구 중심부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경우의 실험만으로 

비둥 상판식을 구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그러나 표면온도와 냉각수 온도， 

표면온도와 포화온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전달 계수를 비교해 보면 NPR-A 

실험과 NPR-B 실험의 경우가거의 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실험용기 하부 반구 표면과 표면에서 9.5mm 내부에 셜치한 열전대로 측정한 

온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유속율 보면 각 실험에 있어 반구 중앙 부분에서 

최소값을 나타내지만 표면에서의 과열도는 바닥 중앙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전달 계수가 바닥 중앙 부분에서 최소임용 보여준다. 열유속 분포가 열전달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NEI-UA 실험과 NE2-B 실험을 비교해보면 

반구 바닥 중앙에서의 표면 과열도는 바닥 표면에서의 열유속이 작은 NE2-B 실험의 

경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열전달 계수는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열전달 

계수는 표면 열유속 분포에 영향율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ULPU 실험 

미국의 UCSB(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대학의 Theofanous 등은 

핀핸드와 협력하여 그렴 2.13과 같은 실험장치를 이용한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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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방지를 위한 원자로공동에 냉각수 주입시 원자로용기 외벽의 열전달 특성올 

규명하는 ULPU 실험을 수행하였다[2.40， 2.41]. 이 실험도 SNL의 CYBL 실험과 같이 

소규모 실험장치에서 개발한 기폰의 열전달 상관식을 대형 원자로용기 외벽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의 초기에는 동구형 원자로인 

핀랜드의 Loviisa VVER-440 원자로를모사한수직 벽면에서의 이상유동 현상과 임계 

열유속 현상올 분석하였다· 이 실험장치에서 유로 단면적은 실제 Loviisa 원전의 유로 

단면적을 214 배로 축소하였으며， 실험 장치의 높이는 Loviisa 원전과 동일하게 

모의하였으며 최대 열속은 2 MW/m2를 가지고 원자로용기 외벽의 downward facing 

cuπed 표면의 열유속은 약 300 kW/m2 인 조건하에서 실험올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원자로용기 외벽의 최하부의 열유속이 가장 작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올 보여주고 있다. 

초기 ULPU 실험에서는 공급한 열출력의 한계(최대 열속 : 1200 kW/m2
) 로 

임계 열유속 상태가 발생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 하부 표면에서의 임계 

열유속 현상의 분석을 위하여 AP600 형태의 원자로를 모사하여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의 곡면 부분의 국부 지점에서의 임계 열유속을 측정한 ULPU-2000 실험(최대 

열속 : 2000 kW/m2)올 수행하였다. ULPU-2000 실험 장치에서 첫번째로 수행된 실험은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 부분에서의 유동 현상에 춧점을 맞추고， 냉각수의 조건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congfiguration 1 실험이었다. Configuration 1 실험에서 냉각수 및 

비둥 조건을 포화 pool 비둥올 설정하였다. Configuration 1 실험 결과 냉각수가 완전한 

포화상태였고 유로의 전체적인 순환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용기 

바닥면에서의 임계 열유속은 300 kW/m2이었다. 실제 냉각수가 포화상태로 

원자로공동에 주입되어도 hydrostatic head의 차이때문에 약 17 oC 정도 미포화 상태가 

된다· 유로의 전체적인 순환율 가능하게한 ULPU-2000, configuration 11 실험에서는 

임계 열유속 값이 약 400 kWfm2 으로 상송하였다. ULPU 실험에서는 개별 원자로의 

절연체 및 구조적 특성올 고려한 configuration 1Il 실험 2 set롤 수행하였다. 첫번째 

냉
 



실험은 원자로용기 외벽 유통 구조 변형 영향을 보았고 두번째 실험에서는 첫번째 

실험에 재질과표면영향올보는것을첨가하였다. 

다.UCLA 실험 

UCLA 대학의 Dhir 동은 그림 2.14와 같은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원전의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cavity 충수시 원자로용기 하부 plenum에 

대한 물리적 현상올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2.42 ， 2.43]. 이들은 프레용 기체를 

이용하여 반구에서 내부 발열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용기 외부 냉각에 의한 자연 대류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Pyrex 유리 반구내에 프레용-113을 주입시킨 후 반구 

상부에 설치한 750 W 용량의 자전판(magneσon)에 의해서 가열시커고， 용기 외부를 

냉각수로 냉각시켰다. 일련의 K형 열전대를 이용하여 여러 지점에서의 po이 용도 및 

벽면 용도를 측정하였다. 프레온-113의 수위는 실험 인자로 설정하여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최대 프레온-113 po이 온도를 토대로 국부 지점과 전체 평균 열전달 

계수를 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yrex 유리 반구의 규격은 두 가지를 채 택하였는데， 1 

번 반구의 내부 직경 43.65 cm 에 길이와 두께는 각각 59.44 cm, 1.1 cm 였고， 2 번 

반구는 60.1 cm 내부 직경에 길이와 두께는 각각 59.55 cm, 1.17 cm 였다. 34 개의 K형 

열전대를 4 mm 직경의 Pyrex 튜브에 장착하여 프레용-113 po이의 은도를 

측정하였으며， 14 개의 K형 열전대를 Pyrex 유리 반구 내，외벽에 각각 7 개씩 

Omegabond 101 에폭시를 이용하여 장착하였다. 

프레온-113을 꺼rex 유리 반구내에 일정 부피로 주입시킨 후 자전관을 

이용하여 가열시켰다. 약 l 시간 후 프레용-113 Pool 의 용도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으며，총실험 시간은약 6 시간이었다.자전관에서 발생하는전자파에 의해 

열전대를 이용한 용도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서 온도를 매 10 분 마다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575 초 동안 가열시키고， 25 초 동안을 천원올 끈 후 열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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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측정하였음). 실험에서 구해진 데이타를 이용하여 구한 Nu수는 1994년에 

Dhir, Asfia, Frantz 퉁이 개발한 상관식과 잘 일치하였으며， 열전달 계수는 유리 반구 

바닥 중앙 부분에서 가장 낮았으며， 가장 자리 부분으로 갈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프레온-113 P。이과 접촉하고 있는 유리 반구 벽면(cold rigid wall) 으로의 명균 열전달 

계수는 1975년 Kulacki, Emara 퉁이 개발한 상관식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SBLB 실험 

미국 Pennsylvania 주립대학의 F. B. Cheung 둥은 AL WR(Advanced Light Water 

Reactor)의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를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였을 때 원자로용기 외벽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SBLB(Subscale Boundary 

Layer Boiling Experiments) 실험을 수행하였다[2.44 ， 2.45, 2.46, 2.47, 2.48]. 이 실험도 

소규모 실험장치에서 개발한 기존의 열전달 상관식을 실제 원자로용기 외벽에 

적용할수 있는 가를 명가하기 위한 실험으로서 파도상태 냉각(transient quenching), 

정상상태 비둥(steady state boiling), 유동 록정(flow observation), 열전달 측정(heat 

πansfer measurement) 퉁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하여 실험올 수행하였다. 

SBLB 실험의 실험장치인 그림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는 

가열하였으며， 원자로용기 외벽에는 보조가열기롤 껄치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의 

냉각수가 포화상태(saturated Iiquid)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장치 벽에는 내부롤 

판측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의 비퉁형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SBLB 실험은 subscale 경계충(boundary layer) 비둥 

실험으로서 실험용기는 철판과 구리판을 사용하여 칙 경 0.152 - 0.381 m, 두께 1.2 

cm로 제작하였고 압력은 1-2.5 기압이었으며 최대열유속은 0.01 - 1 MW/m2인 

조건하에서 실험올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91 벽에서는 임계열속 풍의 비둥열천달 

형태가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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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국 FAI의 실험 

미국의 F AI(Fauske & Assocíates Inc.)는 가압경수로인 Zion 원전에 대하여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를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을 냉각하는 방안에 대한 실험올 수행하였다[2.49 ， 2.5이. 그립 2.16 

실험장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용융물은 thennite 반웅으로 생성시켰으며 

원자로용기 외벽에는 철연물질을 설치하였고 외부에는 냉각수인 물로 가득차 었다. 

실험 수행결과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원자로공동에 냉각수롤 주입하면 

냉각수가 원자로용기 외벽의 철연물질을 잘 스며들어 원자로용기 외벽과 직접 

접촉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의 멸을 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 

바·프랑스 SULTAN 실험 

프랑스 CEA Grenoble에서는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 주입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인 SULTAN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2.5 1]. 이 실험은 길이 4 m, 

두께 1.5 cm의 평판을 다양한 각도로 변화시키면서 열전달 과정올 측정하였다. 

냉각수는 강제 대류조건이고 압력은 l 가압부터 8기압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SULTAN 실험은 여러 가지 경사 각도， 압력 및 열수력 칙경하에서 

평판 시편을 이용하여 채널 크기에 따른 유동 안정， 경계충 두께， 기공율 및 건도 

분포， 냉각수에서의 온도 분포 및 압력 강하와 임계열유속 측정 풍의 연구 수행율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판으로 전달되는 열속은 전체 표면에서 균일하며 l 

MW/m2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CEA Grenoble에서는 원자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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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aκher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 하부 plenum에서의 용융물의 

거동을 규명하는 실험인 BALI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2.5 1 ]. 이 실험은 물과 

글리세련을사용하고 있으며 반경 2m의 실험용기를사용하고 있다· 

사.COPO 실험 

핀랜드의 IVO에서는 동구행 원자로인 VVER-400 원자로의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하여 원자로공동에 냉각수주입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고 원자로용기 하부 plenum에서의 용융물의 자연대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COPO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2.52， 2.53, 2.54]. 이 실험은 10 

cm 폭의 2차원 slice 형태 내부에 H20와 ZnS04의 혼합물을 주입하고 Joule 가열의 내부 

발열을 시켜 실험을 수행하며，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도틀 측정함으로써 열전달을 

중점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 결과 상부의 열전달 계수가 기폰의 사각행 형태에서 

개발한 상관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용기 벽에서의 열유속의 peaking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과련하여 미국 UCSB 대학의 Theofanous 둥은 미국 

Westinghouse 개량형 경수로인 AP600의 원자로용기 반구를 112로 모의한 그림 2.17과 

같은 실험장치인 ACOPO(Axisymmetric COPO)를 이용하여 용융물의 자연대류 열전달 

실험올 수행하였다. 이들은 이 실험장치에서 반구에서 용융물의 자연대류 열전달에 

대한상관식을 개발하여 기존에 개발된 상관식들과비교.평가하였다. 

제 3 절 노외노심용융물냉각및중대사고현상 

원전의 가상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가 파손하게 되면 노심용융물은 

원자로용기 밖으로 방출되게 된다. 이때 그림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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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Yes No 

Yes 

HPME: 노섬용융물 고압 분출(I ligh Pressure Melt Ejection) 
DCH 격납용기 칙접가열(Direct Containment Heating) 
CIT ’ 격납용기 건전성 위협 (Containment Integrity Threatening) 

MCC 노심용융팔 냉각(Molten Core Coolability) 
MCCI 노섬용융물파 콘크리트 반융(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LTC 노섬용융훌 장기 냉각(Long Term Cooling) 

그램 2.18 원자로 Cavity 판련 중대사고 현상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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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압인 상태에서 파손되면 노심용융몰 고압분출(HPME: High Pressure Melt 

티ection)이 발생하여 격납용기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노심용융물은 

원자로용기 하부 cavity에 소량이 남게 되고 대부분은 원자로용기 상부에 넓 게 

배출되어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가 저압인 상태에서 파손되면 노심용융물은 대부분이 

원자로용기 하부 caVlη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cavity에 냉각수가 존재하면 

증기폭발(steam explosion)이 발생하여 격납용기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cavity에 냉각수가 소량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중기폭발이 발생하지 않으면 

노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MCCI :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이 발생한다. 

따라서 cavity 내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을 억제하면서 노심용융물을 

효과적으로 냉각하기 위해서는 냉각수를주입하게 된다· 

노섬용융물이 caviη에 존재할 때 원자로공동 충수계롱(caviη flooding 

system), 격납용기 살수계통 (comtainment spray system), 기타 비상 냉각수 공급 수단율 

이용하여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다. 냉각수를 주입할 때 노심용융물과 냉각수 

사이에는 급격한 반웅(enegetìc Fuel Coolant Interaction)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급격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 반용을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하면 노심용융물파 콘크리트 반웅을 억제시기면서 노섬용융물을 냉각시킬 수 

있다· 즉， cavity 내에서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해서는 냉각수를 주입하였올 때 

노심용융물과 냉각수가 급격하게 반웅하거나 용융물 상부에 고화피막충이 두껍게 

형성됨이 없이 적당하게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웅하여야 된다· 이와 같이 cavity에서 

노심용융물을 냉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 Argonne 국립연구소에서 MACE 

실험 [2.55]올 수행중에 있다· 

지난 1980 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 SNL[2.56-2.60] 및 독일 FZK[2.61]가 자국의 

발전소에 대해 MCCI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쿄드의 개발율 위해 일련의 대형 

실험들을 수행하였으며， 미국 ANL 은 현재까지도 용융물의 장기 냉각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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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율 둔 국제공동연구 ACElMACE2.62-2.65]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MACE 

M3B 실험은 대규모 반용용기(1.2m x 1.2m)를 사용해 냉각수에 의 한 냉각효과와 

floating crust의 형성에 대한 연구룰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코드들은 핵분열 생성물의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NRC 

주관 VANESA 코드는 EPRl 주관 MAAP 코드보다 Ba(barium), Sr( strontium), 

La(l뼈thanum)의 방출율이 수십배가 크며 콘크리트 첨식활의 경우 NRC 주관 

CORCON-MOD3 의 경우 반경 및 축방향 콘크리트 침식활이 독일 WECHSL 코드와 

비교해 상당히 다름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MCCI 현상 및 용융물의 

냉각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용융유사물 혹윤 실제 용용물질을 사용하여 실험 및 

모렐 개발을 수행하였다[2.61 ，2.67 ，2.68]. 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MCCI 실험중 

BETA[2.61], HS[2.56], TURC[2.57], SURC[2.6이， ACE[2.62,2.63] 는 용융물 상부에 

냉각수를 주입하지 않았으며 용용물의 장기 냉각 및 급냉올 고려하지 않았으나 미국 

SNL 의 FRAG[2.58], SWISS[2.59] 실험은 냉각수를 상부에 주입시켜 방출 기체 및 

에어로졸 측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행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요약하였다. 

SNL의 경우 basaltic 콘크리트와 limestone common sand 콘크리트에 대해 

스탠례스강， 연강 및 산화우라늄(UOrzr02)을 용융 상사물로 사용하여 지르코니움 

산화작용으로 인한 방출 기체의 차이점과 콘크리트 침식물의 중가 및 상부에 

냉각수가 폰재시 floating 피막충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판첨올 두었으며， 

CORCON [2.66,2.67] , V ANESA [2.68], INTER 코드 개발을 수행하였다· 독일 FZK 

경우는 SNL 에서 사용한 두 가지 콘크리트에 대해 thennite (Fe+Ah03) 약 800 kg 올 

사용하여 지르코니용 산화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실험하였으며， WECHSL 코드를 

개선시켰다 [2.61]. 미국 EPRl 의 ACEIMACE 실험은 uOr Zr02-Zr 혼합물 450 kg 율 

이용해 BAS 와 LCS 에 대해 실험하였으며 현재는 상부에 물올 주입하여 용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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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현상올 실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BNL에서는 방출가스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율 실험하는 소규모 저온 용융 상사물 실험이 주로 수행되었다[2.69). 

αJignan 과 Greene [2.69] 은 기름， 물， 프레온둥율 용융상사물로 사용하여 

기체 주업을 흉한 용융물의 장기 냉각관점에서 소규모 실험율 수행하였다. 

까leofanous 와 Saito [2.7이 는 저 온 용융 상사물을 사용하여 용융물의 냉 각 가능성 을 

연구하였고 Kazimi 와 Kao [2.71J 는 저온용융상사물용사용하여 피막충의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까leof;뻐ous 와 Saito [2.70] 는 1980년 액화 질소/물과 액화 질소I Freon RII 에 

대해 여러 가상 속도의 공기롤 주입하여 일련의 냉각 가능성 실험율 수행하였다. 

실험의 주요 결과는 가스 주입속도가 느련 상태에서 행성된 피막춤은 빠른 가스 

주입속도에서 불안정하였고 가스 속도가 노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정도가 활발해 

칭에 따라 상부의 고용 액체에서 열배 이상 열전달율올 중가시켰으며 이때 열전달 

계수는 빠른 sparging 속도에서 용용풀의 임계 열유속값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PWR 격납용기에서 용융풀은 30분이내에 급냉될 수 있다고 혜측하였으며， 

냉각가능성 시험온 경계면 효과를 줄이기 위해 용융풀의 수평면올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BNL 에서 Duign뻐 과 Greene [2.69J 은 냉각수가 용용물 상부에 존재할 

때 용융물의 냉각에 관한 실험율 수행하였다· 용융물온 액화금속으로 bismuth, lead, 

Wcxxfs metal 이었고 냉각수는 물과 Freon RII 이었다. 가스는 용융풀로 주입되었고 

가스 superficial 속도는 0-5 cmlsec 였다. Greene 과 Duigan 온 용융물과 물과의 반용은 

일반척으로 불안정했으냐 Rll 은 액화 금속과 안정되어 반용하였다. 용용물 

상부로의 열전달은 가스 주입 속도가 왈라질수록 중가되어 물용 사용할 경우 열전달 

계수는 Berenson 막 비퉁(film boiling) 상관식보다 6배 정도 중가하였고 RII 올 사용할 

청우 3 배 정도 중가하였다· 액화 금속내 유동은 주로 bubble 형태이었고 고화 현상도 

발생하였다. 가스 주입으로 인해 용융풀은 혼합되어 퉁용 상태였다. 용융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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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는 비둥에 의해 용융잠열이 제거될 때까지 bubb1y 슬러그가 폰재하였고 

용융풀내부의 기공은가스를통과하게 하여 용융풀의 고화를촉진시켰다· 

미국 SNL 에서 수행된 FRAG[2.58] 실험은 직경 3 mm 철로 만든 구슬 46 kg 

을 이용하여 직경 22.8 cm 콘크리트 반웅용기내에서 1200 - 14000 C 로 가열하였다. 

BAS 와 LCS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으며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냉각수가 

폰재할 때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limestone 콘크리트 경우 구슬형 철과 

반웅해 냉각수가 하부로 흩러가지 못하도록 피막충이 형성되었으며 BAS 콘크리트 

경우 피막층이 몇 개의 총으로 형성되어 물이 용융물 아래로 침입하는 것을 더 

방지 하였다. 냉 각수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용융물은 두 종류의 콘크리 트를 3 - 4 cmlhr 

속도로 침식시켰고， 2/3의 수중기와 CO2 가스가구슬철을산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FRAG[2.58] 실험에 의하면 BAS 콘크리트의 경우 측면으로의 첨식이 

적었으나， LCS 콘크리트는 하부및 반경방향으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CORCON-MOD3 쿄드[2.67] 입력 데이타에 의하면 콘크리트의 고화 및 액화 용도는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며 BAS 의 고화 및 액화용도는 1350K 및 1650K 

이고 LCS 의 고화 및 액화온도는 1420K 및 1670K 이며， 콘크리트의 밀도는 BAS는 

2400 kglm3 이며 LCS는 2340 kglm3 으로 기록되어 있다· 

SNL 의 SWISS[2.59]실험은 용융물의 냉각가능성에 초점올 두어 냉각수를 

주입하였다. 실험은 스테인레스강 46kg 율 MgO 용기내 2 1.6 cm 두께 limestone sand 

콘크리트위에 부어졌다· 두께 18 cm 의 스테인레스 강온 정상상태 붕괴열보다 4-5 

배인 유도 가열로 출력 1.3 - 1.7 W/g 로 가열되었다. SWISS-l 실험에서는 12 cm 의 

콘크리트 (약 10 kg) 가 침식한 후 냉각수가 주입되었으며 SWISS-2 실험에서는 

용융물이 콘크리트를 접촉한 후 I 분 후 주입되었다. 두 실험 다 냉각수는 포화 용도 

이하로 유지되었다. SWISS-l 과 SWISS-2 실혐의 주요 결과는 냉각수와 용융물과는 

격렬한 반웅이 없었고 용융물은 급냉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첨식온 냉각수의 

폰재로 인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SWISS-I 실험온 냉각수 주입후 6 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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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었는데 이는 용융물이 콘크리트 하부로 누출되었기 때문이며 SWISS-2 실험은 

냉각수주입후 40분후종료되었다·두실험 다 parabolic 형태의 피막충이 MgO 벽면에 

강하게 부착되어 약 7 cm 청도 두께률 유지하였다. SWJSS-2 실험에서 냉각수로의 

열유속은 반웅시 형성된 수증기 및 측정온도로부터 도출되었다. 열유속은 초기 큰 

값올 유지하다 약 800 kW/m
2 으로 고정되었고 이 값은 명판의 열유속 값보다 상당히 

작으나 막비풍 열유속 값보다 수 배가 되며 열전달 영역은 핵비퉁 영역으로 보인다. 

스테인레스 강으로의 열 입력값인 1.3-1.7 W/g 은 실제 발전소에서 기대되는 

용과열보다 5 꽤 정도0)고 콘크리트 block 에 전달된 철의 초가 superheat 는 아 

연구에서 제안된 값보다 150 - 200 DC 높았다· 

1989 년 MACE scoping[2.64] 실험 이 약 130 kg 의 U02-Zr02-Zr 혼합물을 

limestone-sand 콘크리트에 부어 냉각수툴 주입하였다· 실험대 크기는 30 x 30 cm 

이었고 전기저항가열을 이용해 용융물 붕괴열올 모의하였다· 실험결과 벽면에 

안정된 피막충이 고착되었으며 용융물은 상부에 위치한 냉각수와 끊임없는 접촉올 

하였다. 안정된 피막충의 형성에는 여러가지 셜계 및 실험 인자가 주 역활올 하고 

있으며 예로서 낮은 가스 발생율， 가열 전극의 지지대 퉁이 있다· 피막충 하부의 가스 

축적으로 인해 피막충이 순간적으로 파손될 때 용용물에서 냉각수로의 열전달은 

상숭되었으며 피막충 상부에는 두꺼운 충이 생겼는데 이는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웅에서 생긴 충이다 MACE scoping 실험은 용융물로 냉각수의 정기적인 접촉으로 

인해 피막충이 두꺼워지는 것을 입중하였으며 냉각수가 반웅할 때 열전달율은 2.5 -

3.5 MW/m2 이었으며 이는후에 0.6 MW/m2 및 150 kW/m2 로안정되었다·초기 몇 분간 

전체 열전달은 0.4 MW/m2 이상이었다.50 x 50 cm 률 이용한 좀더 큰 실험이 1992 년 

수행되었으며 이 실험에서는 450 kg 의 U02-Zr02-Zr 용용물이 약 25 cm 의 Iimestone

sand 와 basaltic 콘크리트에 부었으며 냉각수가 주입되었다· 실험목적은 냉각수에 

의한열제거율올측정하고 MCCl 반웅시 용용물의 급냉올판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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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 째 MACE 1 실 험 은 urania/zirconia 와 콘크 리 트 분 말올 limestone-sand 

바닥판에 부으며 주위부위에 corium 분말인 thermite 물질올 배치시켜 초기 용융물의 

용융를 돕는다. 이 가열 실험도중 urania chard 는 다른 분말처럼 재빨리 녹지 않았으며 

냉각수가 주입되기 전에도 두꺼운 절연 피막충이 형성되었다· 이 실험온 thermite 

첨가물이 제거된 후 다시 반복되었으며 (MACE 18) 실험도중 출력 상태를 조철하기 

위해 가열 방법이 변경되었다. 이 실험에서도 피막충이 측면 벽에 고착되었으며 

냉각수 주입시 상부에 앓은 피막충이 형성되어 두꺼운 피막충 아래에서 용융물이 

냉각수와 접촉하는 것올 방해하였다· 약 15 분후 quenching 이 다시 일어났으며， 42 

분후 기체/용융물 분출로 인해 다시 일어 났다· 이로 인해 용융물은 동공으로 

주입되었으며 하부 피막충위에서 급냉되었다· 탱스탠 히터 뒤의 두 곳에서 심각한 

산화 마그네슐 첨식이 MACE 1 실험에서 관찰되었고 이는 히터주위에서 국부적으로 

가열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8AS 콘크리트를 사용한 MACE 2 실험에서는 

콘크리트 침식이 더 심각해 전극 주위의 산화마그네슐 벽면에 구멍이 생겨 용융물이 

흘러나가 실험이 중단되었고 산화 마그네슐파 silica 의 화학적 반웅문제가 

해결되어야할것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수행중에 있는 여러 실험에서의 주요 연구쟁점들이다. 

1) 현재까지 진행된 실험은 상부에 냉각수가 폰재시 전반적인 MCCl 현상올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올 뿐 아니라 피막충의 안정성 및 첨투성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 또한 냉각수로 인한 열제거방법이 불확실하다. 예로서 SWISS-2 실험은 

금속 피막충에서 상부 냉각수로의 열유속값으로 0.8 MW/m
2 이고 MACE scoping 

실험과 MACE 18 실험은 초기 용융물과 냉각수 반웅기간에 2-3 MW/m2 열유속값올 

유지하고 후에 0.4 - 0.6 MW/m2 로 고정되었다· 이 값은 벽면에 고착된 피막충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감소되었다. 

2) 상부에 냉각수가 존재할 때 MCCI 의 주관심사는 피막충 형성과정 및 

장기적으로 냉각수에 의해 용융물과의 접촉올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M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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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FRAG 실험은 벽면에 부착된 두꺼운 피막충과 약 40 cm 두께의 냉각수를 

지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실험은 약 50cm 직경외 반용용기롤사용하였다. 

3) 형성된 피막충의 특성들은 벽면에 고착되고 용융물과 콘크리트와의 혼합물 

성분，용융풀충의 형상，용융풀의 열적，화학적，수력학적 성분에 대한함수이다. 이런 

이유로 콘크리트와 반웅하는 산화 우라늄 실험이 실제 실험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로 피막충 부착 및 강도에 대한 경계효과롤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큰 실험 시편이 필요하며 대형 실험에서는 용융풀위에서 피막충이 떠 

있고 서로 연결되어있는 작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고 냉각수의 용융물로의 침투는 

MACE, SWISS, FRAG 실험처럼 차단되지 않융 지 모른다. 이들 관찰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냉각성 실험의 시편 크기와 측면 경계 조건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시면의 크기는 50cm 이상으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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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창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η
 

NEXT PAG휠(5J 
left BLA빼K 



제 3 장 연구 개발 훈행내용 및 껄파 

제 l 절 노내 노심용융물 자연냉각실험 (SONAT A- IV )연구 

1. SONA T A-IV 기본 현상 및 연구 체계 

가.연구개요 

정상 운전시나 정지시 인적 기계적 요인으로 원자로의 냉각재가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노섬냉각계통에 의한 냉각수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원자로 핵연료가 가열되어 녹아 내라는노심용융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노섬손상올 수반한 중대사고는 그 발생빈도는 일반적으로 대단허 낮지만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도는 인간 및 생태계 나아가서는 환경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대사고의 실례로서 1979년 미국 TMI-2와， 1986년 구소련 

Chemobyl 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Chemoby1 원전의 설계는 국내 원전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원전 안전성의 

다중 방호 개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고였다. 가압경수로형인 TMI-2 원전의 

사고는 운전원의 실수 기기의 오작동 조직상의 문제 둥이 결부된 복합적인 사고로 

심각한 노섬 손상과 방사능의 누출을 일으킨 대표적인 중대사고로 기록되어 있다. 

TMI-2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중대사고를 예방 내지는 완화하기에 

펼요한 연구를 다방면에 걸쳐 섬도 있게 수행해 왔으며 아직도 TMI-2 사고의 후기 

(사고 시작 3시간45분 이후) 경과에 대한 현상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TMI-2 

사고는 손상노섬 조사 결과 전체 원자로섬 물질 100 여톤(ton) 중 20 톤 가까이가 

하부로 녹아내려 원자로 하부 바닥에 쌓였으며 이 20 톤의 용융물에서 봉괴열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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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상태에서도 다행히 원자로 용기의 파손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사고 당시 

냉각수의 열제거 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고온 용융물에 의해 원자로 하부의 

건전성이 위협 받아 파손 되리라는 기존의 중대사고 평가 모델의 해석결과와는 

상치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규명은 되어 있지 않다. 

SONATA-IV(효im비ation Of .Maturally 훌rrested Ihermal 윷Uack ln 및essel) 

연구는 TMI-2 사고에서와 같은 노내 노섬용융물의 냉각을 규명올 목표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압력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된 후 격납건물 공동 범람(Cavity 

Flooding) 등 원자로용기 외부 냉각(Extemal Vessel Cooling)이 없는 상태에서의 

노섬용융물 간극 냉각 모사 실험과 해석 모델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용용물 

노내 냉각 현상은 고온의 핵연료가 원자로 용기 하부로 용융되어 내려오면 

핵연료(산화물질)와 원자로 물질(금속물) 간의 물성 차이로 말미암아 노섬용용물은 

수축하고 원자로는 팽창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핵연료와 원자로 사이에 좁은 

간격이 생겨 냉각수가 스며들어 원자로 용기의 냉각이 이루어진다고 추론되고 있다. 

SONATA-IV 연구는 이와 같이 TMI-2 원전의 중대사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노심용융물의 냉각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존 왼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 여유도가 기존의 평가결과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올 입증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노내 노심냉각을 위한 사고 예방 및 

완화 전략올 도출해 내게 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자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경위에 대해 사고의 진행을 원자로 용기 내부에서 종결함으로써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로 누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기는데 있다. 

SONATA-IV 연구의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은 앞장 기술개발 현황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현재 구미 각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대사고 관리 측면에서 최 대 관심 현안으로 

부상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스웨덴 왕립 공과 대학(Royal lnstitute of 

Techn이ogy)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구주 공동 연구과제로 원자로 용기 파손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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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물과 냉각수 반웅 연구 퉁이 시작 진행단계에 있고， 미국， 일본， 독일 둥지에서도 

소규모 예 비 타당성 실험 과제 가 준비 혹은 수행 단계에 었다. 

SONATA-IV 연구는 손상노심이 원자로 하부로 재배치됨에 따른 

노심용융물의 이송， 냉각수와의 반용에 대한 열수력은 물론， 원자로내 재질의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재료적 변형 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실험연구이다. 

SONATA-IV 연구는 현재의 소규모 공학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국적 

국제공동연구로의 추진을 목표로 이를 위해 대규모 실험시설의 확보， 세부 연구 과제 

공모 등 유용 가능한 국내외 인력과 시성 성비의 최대한 활용 전문 공학 실험 연구동 

확보， 전산화 및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험 규모 및 기술적 특성올 고려하여 

SONATA-IV 연구는 다음의 다단계 연구 계획으로 나뉘어져 있다. 

0 단계 SONAT A-VST(Visualization & ScopingTest) 

기본 물리 현상 규명 가시화， scoping 및 scaling 기초 실험 

I 단 계 SONAT A-PPT(Proof-of-Principle Test) 

모사물질을사용 기본물리 현상규명올위한상압 기초 실험 

11 단계 SONAT A-MPT(Materials Properties Test) 

산화물(AI203)과 금속물(Fe)올 이 용한 저 압과 고압 실험 

JIJ 단계 SONATA-OMT(Oxide Metal Test) 

산화물(U02 + zr02)과 금속물(Zr + Fe)올 이 용한 구조물의 고압 실험 

JV 단 계 SONATA-NET(Newly Engineered Test) 

산화물(U02 + zr02)과 금속물(Zr + Fe)올 이 용한 구조물 공학 설비 

고압실험 및 결과물의 집대성 

SONATA-IV의 0 단계인 VST에서는 간극 냉각 현상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소규모의 간극비등의 가시화 실험과 함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타당성 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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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1 단계인 PPT의 원리검중 단계에서는 대규모 실험의 전 단계로 

노심용융물의 간극형성과 간극에서의 냉각현상에 대한 기본 원리롤 검증하기 

위하여 상사물을 이용한 중간 단계의 실험이 구상되어 있다. 1 단계의 원리 검증 

실험과 현상에 대한 상사성 연구를 거쳐 2 단계와 3 단계에서는 실제 원전에서의 

노내 노심 냉각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실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노내노심 냉각 쟁점의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노심 용융물의 재료적 특성으로 

관련분야의 비슷한 실험인 FARO 및 RASPLAV 실험에서는 최종적으로 쟁챔 해결을 

위하여 U02 용융물올 사용한 대형실험이 수행되고 있다.2 단계와 3 단계의 주요 

차이점으로 3 단계에서는 실재 노심 용융물인 U02 재료를 이용한실험이 계획되어 

있다. 3 단계까지의 노내 냉각 현상의 규명 및 실증 실험올 거치면 4 단계에서는 

공학적 설계 개선 측면에서 노내 노심 냉각올 보장하는 공학셜비의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4 단계에서는 국내의 신형원자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결과의 활용측면으로 노내 노심용융물의 냉각의 가장 큰 효용성은 

중대사고의 진행을 원자로 용기내에서 종결함으로써 격납건물의 파손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원전의 안전성올 보장하는 것이다. 노내 노심냉각은 노외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사고관리 및 설계보강을 지양하여 중대사고에 따른 

추가적인 원전 발전 단가를 절감하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위해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도 획득은 물론 공공 수용성 분위기 조성 및 

원전 건셜 부지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ONATA-IV를 OECD 둥 

국제기구들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 및 협력 측면에서 국제 

원자력 사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한국의 왼자력 위상을 제고하고 안전을 위시한 

전반적 기술 수준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또한 안전문화 정착의 국민적 인식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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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나.연구추진현황 

’96 년 연구과제에서 SONATA-IV 실험연구는 0 단계에서 계획된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간극 비등 가시화 및 임계 열속 측정， scaling 등 예비 실험 및 타당성 분석이 

진행 되었으며， I 단계 PPT 실험으로 자연냉각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LAVA(Lower 

plenum Arrested Vessel Attack)와 CHFG(Critical Heat Flux in Gap) 실 험 시 설 의 셜 계 

제작 및 초기실험을 수행하였다. 간극가시화 실험의 VISU(Visualization)-1 실험은 

완료하여 간극내 3차원의 복잡한 비등현상을 관찰하였으며 후속 실험으로 실험용기 

크기와 출력을 증가시킨 VISU-11 실험을 수행하였다.LAVA 실험은 therrnite 반웅을 

이용한 고용 용융물 실험으로 최대 50 kg의 Ah03와 Fe 혼합용융물을 원자로용기 

하부 축소 시험 모형에 주입하여 냉각수에 의한 용융물의 냉각과정을 실험하며 

CHFG 실험은 LAVA의 상웅실험으로 간극에서의 비둥열전달 특성을 정량적으로 

실험한다. LAVA와 CHFG 실험 연구내용은다음절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쟁점이 중대사고 연구의 주요 연구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중이다. SONATA-IV 연구는 

OECDINEA와의 국제공동연구로의 추진을 위하여 95년 9월 OECDINEA PWG-2 

(Principal Working Group on Reactor Coolant System)에 서 예 비 제 안 발표를 하였으며 , 

그 이 후 일 련 의 PWG-2 본 회 의 및 TG-DCC (Task Group on Degraded Core Cooling)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다음은 96년 과제에서 수행한 SONATA-IV 관련 

주요 대내외 활동을 소개하였다. 

OECDINEA 주관의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및 원자로 용기 하반구 건전성에 

대 한 특별 회 의 (Special Meeting on In-vessel Debris C。이ability and Lower Head 

Integrity)가 1996년 11 월 18일과 19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SONAT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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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행 현황 및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회의는 OECDINEA PWG 2 의 TG-DCC 

주관으로 노내 노심냉각의 세계적인 연구현황 및 CORVIS를 포함한 5개의 

OECDINEA 신청 과제에 대한 과제평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SONATA-IV 연구에 

대 해 서 는 현 재 의 VST(Visualization and Scoping Test)와 추 진 중 인 P PT( Proof-of-Pric ip le 

Test) 실험 계획에 대한발표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평가를 위하여 SONATA-IV 연구를 주체로 

1996년 12월 t3일 중대사고 연구회를 개최하여 연구소 내의 SONATA-IV 연구 

진행현황 및 연구소 위탁으로 수뺑중인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 진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중대사고 연구회(회장 : 전문헌교수)는 국내의 학계， 규제기관， 

연구소， 산업체 둥에서 중대사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연구모임으로 국내의 중대사고 연구 방향 및 기술적인 사안 등을 토의하며 

기관간의 연구 협력올 모색하는데 뜻올 두고 있다. 금번 중대사고 연구회에는 

연구회원 및 관련자 34인이 참석하여 SONATA-IV 연구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1997년 5월에는 한국 원자력 학회의 후원으로 OECDINEA PWG 2 관계자 및 

국외 전문가들올 초청하여 노내 용용물 냉각 및 SONA T A-IV Peer Review 워크삽 

(SA없-97)을 개최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둥 주요 원자력 국가들의 노내 노심 

용융물 냉각의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발표와 함께 SONATA-IV 분과에서는 연구소 

및 대학의 SONATA-IV 관련 연구 활동 및 결과가 발표되 었다. SONATA-IV의 l 단계 

실험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기술적 검증 과정올 거쳐 

OECDINEA등과의 기술협력을모색해나갈 전망이다. 

다. 노내 노심 용융물 냉각의 기본 현상 

TMI-2 사고의 후기 (사고 시작 3시간45분 이후) 경과에 대한현상학적 이해는 

다소 피상적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1990년 다국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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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주관하여 TMI-2 원자로의 내부 시편 재료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 전체 원자로심 물질 100 여톤 (ton) 중 20 톤 

가까이가하부로녹아내려 원자로바닥에 쌓였으며 이 20 톤의 용융물에서 봉괴열이 

계속 발생하는 상태에서도 원자로 하부 용기가 단시간 (수십분)내에 급격히 

냉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1993년에 발표되었다. 이는 사고 당시 냉각수의 열제거 

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원자로 하부의 건전성이 고온 용융물에 의해 대단히 위협 

받아 원자로 용기가 파손 상태에 가까이 갔으리라는 기존의 원전 안전 전문가들의 

통념을 뒤바꾸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TMI-2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원자로 냉각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험적으로 입증하게 되면 이는 기폰 

원자로의 실제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 여유도가 기폰의 통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게된다. 

SONATA-IV의 노심용융물 노내 자연 냉각 실험의 근본원리는 고온의 

핵연료 용융물이 원자로 바닥에 흘러내려와 바닥에 닿게되면 냉각수가 순간적으로 

수중기로 변하며 용용물을 원자로 용기 바닥으로부터 밀어내게 된다. 또한 핵연료 

(U02 산화물 및 금속)와 원자로 용기 (강철과 같은 금속 재료)간의 물생 차이 때문에 

핵연료 용융물은 수축하고 반면에 원자로는 가열되며 내압과 용융물 무게에 의해 

팽창하게 된다. 이러한 노심 용융물의 수축과 원자로용기의 변형에 의해 핵연료 

용융물과 원자로 사이에 좁은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이 톰새로 냉각수가 스며들어 

노심 용융물을 냉각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이러한 열적， 

기계적 팽창은 곧바로 원자로 하부 용기의 파손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였으나 노내 

냉각이론은 원자로 하부용기의 변형에 의해 오히려 냉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두 물성 차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용융물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간격에 물로 

채워지게 되고 냉각수의 버둥에 의해 용기의 냉각이 이루어진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국부적으로 냉각수가 고갈되면 원자로가 가열되고 열챔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더 큰 간격을 유발하게 되어 진공이 형성됨으로써 상부로부터 냉각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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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려들게 된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심용융물과 용기의 간극에서의 냉각 

기구는 이전에 알려 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 국내외 학계는 물론， 원자력 

규제 기관 및 산업체 전반에 걸쳐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SONATA-IV 연구 I 단계에서는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의 기본 원리로 고온 용용물과 원자로 용기 하부 사이의 간극의 형성과 간극 

사이에서의 비둥 냉각기구에 대한 기본 현상의 실험연구가 계획되어 었다. 이를 

기본현상 및 실험 연구를 통한 초기 결과들은 다음 철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외에도 SONATA-1V 프로책트 실험 해석 및 데이터 분석 작업에 필수적인 전산 

코드 LILAC (bower-Plenum lntegra~ Analysis ζode) 개발을 목표로， 연구소와 불란서 

IPSN 간의 공동 연구팀에 기초한 양 기관간의 상호 협력 하에 노내 노심냉각의 상세 

현상에 대한 해석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유관 원자력 기관 

풍올 중심으로 SONATA-IV 기초 단계 합동연구 체제를 구축 중에 었다. 특히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고온 용용물 실험 연구와 연계하여 기본현상에 대한 열수력 및 

재료 변형 연구 등은 대학에 위탁연구를 의뢰하여 추진중에 었다. 위탁 연구의 상세 

내용은다음절에 기술하였다. 

2. 용융물 냉각 및 간극 형성 실험 (LAVA) 연구 

가.실험 연구개요 

LA V A~ower-plenum 칸rrested y'essel Attack)는 중대사고시 고온의 노심 

용융물이 냉각수가 존재하는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내로 재배치되는 경우 

노심용융물과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 모사와 노심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구조 

분석 및 고화 후의 용융물 형상에 대한 관측올 통하여 노심용융물의 자연 냉각 현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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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자 하는 실험 연구이다.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를 118 로 선형 축소한 반구형 

반웅 용기 내로 Ah03/Fe Thennite 용융물올 주입하여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구조 

및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을 분석하여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현상올 규명할 것이다. 

19 톤의 노심용융물이 하부 반구 내로 재배치되었으나 원자로 용기의 파손 

없이 노심용융물이 냉각되었던 미국 TMI-2 사고 이후로 노심용용물의 노내 냉각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심용융물이 냉각수를 

통과하여 하부 반구 내로 재배치되는 경우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는 고온의 

용융물과 냉각수 사이의 복잡한 이상 유동 현상이 폰재하고 고온 용융물의 재료적 

특성으로인하여 많은어려움이 따른다. 

l 차 년도 연구 기간 동안 위의 실험 목적에 맞는 실험 장치를 제작하고 

셜치하여 예비 실험올 수행하였다. 냉각수가 폰재하지 않는 건식 하부 반구 내로 

Ah03/Fe Thennite 용융물을 주입하여 건조 상태에서의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을 

규명하는 실험올 수행하였고， LAVA 실험 장치에서 냉각수가 존재하는 하부 반구에 

Ah03/Fe Thennite 용융물올 주입 한 LAVA PRE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에 의한 열적 기계적 부하에 대한 분석올 수행하기 

위 해 개 발된 유 한 요소 프로그 램 인 CALF (드omputer Analysis for !,ower Head Eailure ) 

를 이용해서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에 대한해석을수행하여 실험 결과와비교하였다. 

나.실험 장치 

LAVA 실험 장치는 그렴 3.1 의 개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를 모사한 반구형의 반응 용기와 Thennite 용융 도가니 그리고 반웅 용기 및 

도가니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I ) 반응 용기 (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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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를 모사한 반웅 용기는 실제 원자로 재질인 Carbon 

Steel ( A516 Gr 70 ) 로 제작하였다. 반응 용기는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를 1/8 로 선행 

촉소한모형으로 내부 직경은 50cm 두께는 2.5 cm 이다. 반구의 내부 직경과 두께는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SNL) LHF 실험에서와 같이 하부 반구 파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Hoop Stress 률 실제 원자로용기 하부 반구와 반웅 용기릅 

일치시켜서 결정한 것이다. 그림 3.2 는 실험에 사용된 반웅 용기(하부 반구)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장치 개염도에 나타나있는 하부 반구를 지탱해주는 원통형의 공간 

내부에는 반구 외벽의 온도 및 간극 측정을 위한 각종 계측기 센서를 껄치하였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 대기압 또는 일정 정도 가압 상태로 내부 조건올 변경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하부 반구 내부면에 실제 원자로 용기와는 달리 Stainless Steel Liner 률 

셜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초음파 계측기로 하부 반구와 용융물 사이의 간극올 

록정하는데 Liner 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합이다. 반구 내부 표면은 표면조도 l.5s 

이하로 정밀가공 하였다. 하부 반구에 주입되는 냉각수의 용도 조절율 위하여 반구 

상부 원통 부분에 28 kW 출력의 밴드히터를 장착하였다. 밴드 히터는 반구 상부 원통 

부분외벽에 밀착되며 높이는 60cm 이다. 

도가니에서 생성된 Thermite 용융물이 냉각수가 존재하는 하부 반구로 바로 

주입되면 냉각수와 용융물의 폭발적 반웅 및 용융물이 파쇄(Fragmentation) 되어 

입자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 LAVA 실험은 노섬용융물이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로 

재배치되어 고온， 고압 상태에서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에 대한 열적， 기계적 부하에 

의한 하부 반구 건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융물이 파쇄되어 

입자화되는 현상은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반웅 용기 원통 부분 내부에 용융물 

주입관을 설치하였다. 주입관의 길이는 반구 내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수위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제착하였으며， 주입관 내부는 산화마그네슐으로 단열처리되어 

-84-



남 2.4m 해 

4.Im 

lål1 

그렴 3.1 LAVA 실험 장치 개략도 

그렴 3.2 LAVA 실험 반웅용기 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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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물이 주입 도중에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주입관출구 부분에는 두께 

10 mm 의 스틸 판막을 설치하여 용융물이 주입 죽시 하부 반구 내로 유입되는 것올 

방지하였다. 

( 2 ) Thennite 반웅 도가니 

LAVA 실험 에 서 는 노심 용용물의 상사물로 A120)/Fe Thennite 용융물을 

사용한다. Thennite 용용물은 알루미늄과 산화철 분말을 고르게 혼합한 후 DC 12 V 

올 가하여 전기로 점화시켜서 만든다. 화학 반웅 도중에 고온의 열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웅 도가니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반웅 도가니의 내부에는 두께 5 

cm 의 산화 마그네습으로 단열 처리하였으며 도가니 상부는 두껑 및 ”기” 자 형태의 

배출관올 설치하여 Thennite 반웅으로 생성되는 고온의 화염과 가스에 의한 실험 

장치에 대한 영향올 최소화하였다. 

( 3 )보호용기 

고용의 용융물이 냉각수와 반웅하면 두 매질 간의 급격한 열전달에 의해서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중기 폭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증기 

폭발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험의 초기 압력을 약 20 기압으로 껄정하였다. 

중기 폭발파 같은 순간적인 강력한 폭발의 가능성 뿐만아니라 고옹 용융물의 

열에너지에 의한 냉각수의 중발로 인한 보호 용기의 가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20 기압의 초기 설정 압력뿐만 아니라 고옹의 Thennite 용융물과 냉각수가 

접촉하여 생성되는 수증기에 의한 가압에 견딜 수 있도록 보호 용기를 제작하는 것이 

실험 수행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 용기의 가압 정도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보호 용기를 설계， 제작하기 위하여 TEXAS-l11 코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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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ite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응하여 보호 용기 내부의 가압 정도를 계산하였다. 

TEXAS-II1 코드는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웅하는 혼합 과정 및 그에 따른 격렬한 증기 

폭발의 폭발력을 모사할 수 있는 l 차원 코드이다. 20 기압의 용기 내부 압력 

조건에서 40 kg, 2700 K 의 AI20iFe Thermite 용융물이 \O K 아냉(Subcooling)의 

냉각수에 주입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용융물의 열에너지에 의한 수증기의 증발， 그에 

따른 보호 용기의 가압 정도를 TEXAS-III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최대 압력 상숭은 약 29 기압으로 보호 용기의 셜계 압력인 30 기압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용융물과 냉각수 사이의 에너지 관계식을 이용하여 보호 용기 내부의 압력 

상승을 수계산하였다. 수계산 결과 최대 압력 상숭이 약 27 기압이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용기를 30 기압의 설계 압력으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올 내렸다.그립 

3.3 은 압력 상송에 대한 TEXAS-IIl 코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호 용기 

하단부에는 반웅 용기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보호 용기 내부로 왕래할 

수 있는 맨훌을 설치하였다. 또한 열전대 압력센서 동의 각종 센서를 보호 용기 

상단부에 설치한플랜지를통하여 고압 Fitting 하였다. 

다.실험 방법 및 계측 

실험은 반웅 용기 내부에 실험 조건에 따라 일정 수위의 냉각수를 주입한 후 

28 kW 용량의 밴드 히터를 이용하여 20 기압의 포화 상태 (약 2 \O OC)로 가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실험 용기의 가압은 초기 압력(약 5 - 6 기압) 까지는 공기률 

이용하며， 최종 압력 까지의 가압은 질소가스를 이용한다. 냉각수의 가열과 실험 용기 

내부의 가압이 완료되 면 Thermite 혼합 분말에 DC 12 V 의 전원올 공급하여 Thermite 

반웅을 정화시 킨다. Thermite 반응으로 생성된 Ah0 3IFe 용융물은 직 경 8 cm 의 

주입관을 통하여 하부 반구 내로 재배치된다. 용융물 주입 전， 후의 냉각수 온도는 

하부 반구 상단부에 연결된 원통 부분에 K 형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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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초기 조건올 정의하기 위하여 용융물 주입 시점의 용융물 온도를 탄탈률으로 

피복된 WlRe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부 반구 내로 용융물이 재배치된 후의 

하부 반구의 온도 변화는 K 형 열전대를 하부 반구 외벽에 각도 별로 설치하여 

측쟁하였다.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간극은 초옴파 계측기률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청할 얘정이며 용융물의 열척 기계척 부하에 의한 하부 반구의 변형용 

측챙 오차 0.002 mm 의 기계척 변위 측정기률 이용하여 특챙활 것이다. 그립 3.4 눈 

고온용초읍파 계촉기의 센서톨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각총실험 측챙강들용 HP-VXI 

System 률 이용하여 저장， 처리하였다. 

고온의 노심용융물에 의한 열척 부하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노내에서 노심용융물의 냉각이 가능하게 하는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명율 위해서는 반웅시 용융물과하부 반구사이의 구조에 대한 

환석， 륙허 노내 냉각 기구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간극의 실시간 측쟁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섬용융물과 냉각수가 존재하는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 사이의 미세한 간극용 특정 두께의 Carbon Steel 로 이루어진 하부 

반구와 고온의 용융물 사이에 생성되므로 비파괴 검사훌 이용한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간극 측챙 기법으로는 충성자 래디오그라피 

방법， 초음파 휠스 반사 탐상법， X 션 후방산란 단총 기법 둥이다. 본 LAVA 

실험에서는 궁극적으로 위의 간극 측챙 기법 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간극율 측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l 차 년도에 수행한 연구 내용 및 실험은 

본격적인 LAVA 실험율 위한 예비 실험의 성격이므로 실시간 간극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고， 반용이 끝난 후 초옴파 휠스 반사 탐상법과 충성자 래디오그래피 방법율 

사용하여 실험 후 조사를 수행하였다. 

라. 1 차년도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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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 고온용초음파계측기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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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차 년도연구 기간동안 LAVA 실험 장치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실험 

장치의 기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식 반구 내에서의 

고온 용용물과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을 알아보는 예비 실험올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에 의한 하부 반구의 열적， 기계적 

부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유한 요소 프로그램인 CALF를 이용하여 건식 반구 

실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련의 예비 실험 및 해석올 수행한 후 LAVA 실험 

장치에서 20 kg 의 AhO]/Fe Thermite 용융물을 냉각수가 존재하는 하부 반구 내로 

주입하는 LAVA PRE 실험을 수행하였다. 

( 1 )건식 반구 내에서의 고온용융물과하부 반구 열적 거동모사실험 

(가)실험 목적 및 내용 

LAVA 실험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 내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 냉각 현상의 규명이며， 현재 고려하고 있는 주요 냉각 기구는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미세한 간극으로 냉각수 첨투에 의한 노심용융물과 하부 반구의 

냉각이다. 따라서， 노심용융물의 노내 자연 냉각의 가능성은 하부 반구 내의 냉각수의 

존재 유무에 의하여 좌우된다. I 차 년도 연구 기간 동안 하부 반구 내의 냉각수의 

유무가 노심용융물의 냉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건식 반구 내로 

용용물올 주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건식 반구 예비 실험은 냉각수 유무가 

용융물의 냉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과 더불어 Thermite 용융물의 점화， 

용융， 주입 둥 본 LAVA 실험올 수행하는데 필요한 Thennite 용융불 생성을 위한 기능 

실험으로수행하였다. 

건식 반구 예비 실험은 2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 차실험은 하부 반구 내로 

용융물을 직접 주입시킨 경우이고 2 차 실험은 용융물의 하부 반구로의 칙접 접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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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하기 위 하여 하부 반구 내에 직 경 30cm, 두께 Icm 의 Grid 를 설 치 한 후 용융물을 

주입시켰다. Grid 의 재질은 Carbon Steel 이며 원판 내에 직경 2 cm 의 Hole 을 총 48 

개 셜치하였고， 원판 상부 표면에 두께 0.5 cm 의 Ah0 3 분말로 코탱하였다. Grid 의 

쩔치 유무를 제외한 주입 용용물의 질량 및 성분 하부 반구의 규격 둥의 다른 실험 

조건은두실험의 경우에 동일하게 셜정하였다. 

건 식 반구 예 비 실 험 에 서 는 20 kg 의 AhO)/Fe Thermite 용융물올 칙 경 0.5 m, 

두께 0.025 m 의 Carbon Steel 채질의 반구형 용기내부로 주입하여 하부 반구의 열척 

거동을 알아보았다. Thermite 반웅은 AI 과 Fe203 분말올 섞은 후 Ah0 3 로 단열된 

도가니 내에 장착하고 점화기에 DC 12 V 의 전원을 공급하여 정화시켰다. 용융된 

Ah03/ Fe 용융물용 직경 0.045 m 의 용융물 주입판을 롱하여 반구 내로 유입되게 

하였다. Ah0 3/Fe 용융물은 반옹이 끝난 후 수 십초 내에 밀도차이에 의하여 Fe 

용융물과 Ah0 3 용융물로 분리되며， 따라서 반구 내에 쌓이는 용용물은 하단부의 Fe 

용융물과 상단부의 Ah0 3 용융물로 분리되어 쌓일 것으로 생각된다. 반구 외부 표면 

빛 내부 중간 부분에는 위도별로 총 11 개의 K-type 열전대를 장착하여 반용 중의 하부 

반구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3.5 는 하부 반구 내에 설치한 열전대의 

위치도툴 나타낸 것이며， 그립 3.6 은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냐)실험 결과 

5 kg 의 AI 분말과 15 kg 의 Fe203 분말을 혼합하여 DC 12 V 의 전원을 공급한 

결과 Ah03/Fe Thermite 용융물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 하부 반구로의 용용물 

주입은 전원 공굽 후 수십 초 이내에 이루어졌다. 두 경우의 실험에서 공히 하부 

반구에 장착한 열전대를 통한 온도 측정은 용융물 주입 전까지는 이루어졌으나 

용융물이 하부 반구와 접촉하자마자 반구가 파손되어 용융물이 반구 아랫 부분으로 

분출되면서 열전대를손상시켜서 접촉순간부터의 온도는측정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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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 건식 반구 예비 실험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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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온도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 하부 반구의 파손은 용융물이 접촉 하자 

마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실험 후 반구를 관찰한 결과 하부 반구 

중앙 부분에 용융물 주입관 두께와 거의 같은 직경 5 cm 의 구멍이 생성되어 있었다. 

그림 3.7 은 Grid 를 셜치하지 않은 실험에서 용융물 주입 전 후의 하부 반구의 모습올 

나타낸 것이며， 그림 3.8 은 실험 장치의 실제 모습과 두 경우의 실험 후의 하부 반구의 

모습율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용융물이 하부 반구 내에 용융 p。이 올 형성하지 

못하고， 용용물이 주입되어 하부 반구와 접촉하는 순간에 하부 반구가 파손되었다. 

이 같은 하부 반구의 파손은 2600 K 의 고용용융물의 제 트류(Jet Impingement)가 낙하 

속도 5.28 m/s 로 하부 반구에 가한 열적 충격 때문이다. 제트류에 의한 하부 판 및 

반구의 파손올 결정하는 요인은 제트류의 온도 및 속도， 용융물 풀의 깊이， 제트류의 

성분 퉁이다. 특히， 용용물이 하부 반구에 주입되어 하부 반구를 충분히 가열시키기 

전에 발생하는 제트류에 의한 초기 하부 반구의 파손은 CORVIS 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물의 성분에 의해 좌우된다[3.1]. 

CORVIS 실험뿐만 아니라 제트류에 의한 하부 용기의 파손 현상올 실험한 

Power 나 EROS 실험 결과[3.2]에서도 Ah0 3 용용물의 제트류에 의한 용기의 침식 및 

파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Fe 용용물의 제트류에 의해서는 하부 용기의 심각한 

침식 및 파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Ah0 3 용융물의 고화첨이 2300 K 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차가운 하부 용기와 접촉하자마자 용기와 용융물 사이에 

피막층이 생성되어 용기의 침식 및 파손을 방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삭 반구 예비 실험올 토대로 고온의 용융물의 제트류에 의한 하부 반구의 

열적 부하 및 파손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심용융물의 제트류에 의한 

하부 반구의 열적 부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Epstein, Saito, Sienicki 풍에 의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트류의 열적 부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드류의 직경과 하부 

반구에 도달하는시점의 제트류의 낙하속도가중요한초기값이 된다.본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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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용융물 주입 전， 후의 하부 반구의 모습 : 건식 반구 예비실험 

그림 3.8 건식 반구 예비실험 장치의 실채 모습과 실험 후의 하부 반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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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icki 의 1 차왼 하부 반구 침식율에 대한 공식을 이용하여 건식 반구 예비 실험 

결과를분석하였다.1 차원 하부 반구 침식율에 대한공식은 다음과 같다[2.43). 

d8 q'mp 

dt p， (e.，씨utthi -e”,) 
(3. 1) 

여 기 서 q,mp : impingement heat f1ux 

(impingement heat transfer coefficient x melt superheat) 

8 : steel thickness eroded 

t : time 

p‘ : initial steel density 

e.，，1iqJj;，찌1.' : specific enthalpy of steel at liquidus 

e ’ 11 : specific enthalpy of steel at initial temperature 

표 3.1 용 계산에 사용한 AI20)/Fe 혼합 용융물과 순수한 Fe 용융물의 물성치 

및 하부 반구의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용융물의 온도눈 두 경우 모두 2500 K 로 

가챙하였다. 표 3.2 는 계산에 사용된 초기 조건 빛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1. 제트류에 의한하부 반구 침식 계산에 사용한용융물 벚 하부 반구물성치 

AhO)/Fe 혼합 용융물 Fe 용융물 

Melt Density, kglm3 4956 7000 

Melt Specific Heat, KJlkgK 1.064 0.68 

Melt Thermal Conductivity, W/mK 23.65 34 

Melt Viscosity, kglms 17 x 1람 4~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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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V Initial Density, kglm3 7801 

LHV Liquidus Specific Enthalpy, MJlkg 1.29 

LHV Initial Specific Enthalpy, MJlkg 0.0095 

표 3.2. 제트류에 의한 하부 반구 침식 계산초기 조건 및 계산 결과 

혼합용융물 Fe 용용물 

Melt Mass Released, kg 20 20 

Melt Stream Velocity Impinging upon Lower Head, m/s 5.28 5.28 

Melt Stream Diameter Impinging upon Lower Head, cm 4.0 4.0 

Melt Superheat, K 405 660 

Reynolds Number 6157 1.01 369600.0 

Prandtl Number 0.765 0.08 

Impingement Nusselt Number 177.48 204.87 

Impingement Heat Transfer Coefficient, K W /m~K 104.94 174.14 

Impingement Heat Flux, MW/m2 42.5 114.9 

LHV Erosion Rate, cm/s 0.425 1.1 5 

위의 계산 결과를 보면 Fe 용융물의 제트류가 하부 반구 내로 주입되면 1.1 5 

cmls 의 침식율로 하부 반구를 침식함올 알 수 있다. 이는 반구 내로 용융물올 주입한 

후 2-3 초 이내에 하부 반구의 파손이 발생한 건식 반구 예비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물론 건식 반구 예비 실험에서는 AI20)/Fe 혼합 용융물올 사용하였지만 

Thennite 반응과 동시에 두 용융물 간의 밀도차에 의해서 용융물이 분리되고， 이에 

따라 초기에 하부 반구로 주입된 용융물은 Fe 용융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부 반구 

-97-



파손이 발생한 후 지표면에 고화된 용융물의 형상율 보면 용융물의 성분 분리가 

명확히 관찰되며， 지표면올 침식시킨 초기 도달 용융물은 Fe 용융물임을 알 수 있었 

다. Fe 용융물의 경우는 용융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용융물 과열도(Superheat)가 

높게 되며， 또한 밀도는 크고， 점도는 낮아서 전체적인 열전달 계수가 AhO)/Fe 

혼합용융물과 AI20) 용융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하부 반구에 전달되는 

열속이 증가되며， 증가된 열속은 하부 반구의 침식올 가속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순수한 AhO) 용융물 만이 주입되는 경우에 대한 하부 반구 침식율을 계산해보면 

0.083 cmls 로 Fe 용융물이 주입되는 경우에 비하여 약 14 배 작은 값율 나타내는 것율 

알 수 있다. 이상의 계산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식 반구 예비 실험에서의 하부 반구의 

파손은 Fe 용융물의 제트류에 의한 하부 반구에 대한 열적 부하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2) CALF 해석 

CALF( ζomputer Ana1ysis for l.ower Head Eailure ) 는 원 자로 용기 하부 반구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에 의한 하부 반구에 대한 열적 기계적 부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유한 요소 프로그램이다. 본 보고서에서눈 위에서 기숱한 건식 반구 예비 

실험과 동일한 초기 조건에서 CALF 를 이용하여 수행한 해석 결과를 기숱하였다. 

용융물의 초기 온도는 2500 K 로 가정하였으며 .20 kg 의 AhO)/Fe 용융물이 

하부 반구 내로 재배치된 후 밀도차에 의해 분리된 상태를 초기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하부 반구 외부 및 용융물의 상부는 실험에서와 같이 온도 298 K 의 대기 중에 

노출되어 었다. 용융물 및 하부 반구의 Node 갯수는 519 개이며. Element 갯수는 총 

463 개로 설정하였다. 그립 3.9와 3.10 은 초기 해석 조건 및 해석에 사용된 Mesh 의 

모습율 나타낸 것 이 다. A120)/Fe 용융물의 열에 너 지 는 하부 반구로의 전도 및 상부 

대기중으로의 대류 및 복사로 전달되며 하부 반구는 반구 외부의 대기로 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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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CALF 코드 초기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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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10 CALF 코드 해석 에 사용된 Mesh 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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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에 의해 얼율 전달시킨다. 해석 결파 용융물 재배치 후 약 30 분 경에 하부 반구 

외부 표면 온도가 최고챔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시챔의 외부 표면 온도는 약 1700 

K 로 하부 반구 재질의 용융챔인 1800 K 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협에서와 같이 용융물의 제트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부 반구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융 알 수 있다. 그립 3.11 은 경도 00 지점과 갱도 300 

지챔의 하부 반구 외부 표면의 온도률 나타낸 것이며， 그립 3.12 는 하부 반구 외부 

표연 온도가 최고첨에 달하는 순간의 반구 및 용융물의 온도환포도롤 나타낸 것이다. 

(3 )LAVA]RE 실 험 

LAVA PRE 실험은 1997 년 5 월 23 일에 LAVA 실험 장치의 기능 시험 및 

실험 초기값(용융물과 냉각수 반웅시 실험 용기의 압력 상송 청도，하부 반구외 온도 

상숭， Thennite 용융물의 초기 용도및 냉각률둥)율선갱하기 워하여 수행하였다. 

(가)실험조건 및 방법 

LAVA_PRE 실험에서는 비교적 소량인 20 kg 의 AI20 ,lFe 까lennite 용융물올 

냉각수가 존재하는 하부 반구 내로 주입하였다. LAVA PRE 실험온 LAVA 실험 

장치에서 수행한 첫번째 실험인 관계로 실험의 주요한 초기 조건 인자인 용융물 및 

냉각수의 질량올 보수척으로 껄정하였다.LAVA 실험에서와 갈이 고온의 용융물이 

냉각수와 반용하는 경우에는 용융물의 열에너지가 냉각수로 급격히 전달되어 강력한 

기계척 에너지롤 발산하는 증기 폭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셔， LAVA 

실험에서는 이러한 중기 폭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협 초기 압력을 절대압 17 

기압으로 가압하고， 냉각수의 온도를 포화온도에 근접하도록 가열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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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의 가압은 초기에는 압축 공기로 가압하다가 질소 기체률 주입하여 

가압시쳤다. 

20 kg 의 Ah03/Fe Thennite 용융물은 이상적으로 하부 반구 내에 주입될 경우 

반구 하단부에서 수칙 방향으로 약 8.5 cm 높이로 쌓이게 된다. 추후에 수행 예정인 

LAVA 본실험에서는반구의 112 지점 까지 용융물이 쌓이게 되는 약 40 뼈의 Ah0 3IFe 

πlennite 용융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초기에 하부 반구 내로 주입한 냉각수의 질량은 

Ah03IFe Thennite 용융물의 모든 열에너지가 냉각수률 수중기화하는데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냉각수 질량인 30 kg 의 두배 이상인 66 kg 의 냉각수률 사용하였다. 

냉각수는 용융물 주입 전에 반옹 용기 원통 부분에서 밴드 히터에 의하여 초기 설정 

온도로 가열시킨 후 실험 용기 밖으로 배출시켜서 실험 조건에 맞는 수위로 조절되게 

하였다. 

용융물과 냉각수 그리고 하부 반구 사이의 구조적 열척 반용에 있어서 

용융물의 성분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 A120 3/Fe Thennite 용융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산화 용융물인 Ah0 3 용용물과 금속용용물인 Fe 용융물의 물성치의 차이에 

의해서 반용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LAVA 실험 연구에서도 용융물의 성분 변화가 

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h0 3 과 Fe 용융물융 분리하여 순수한 Ah0 3 

용용물만을 주입하는 경우를 계획하고 있지만 LAVA PRE 실험에서는 용융물의 

분리없이 AhO~e Thennite 용융물율 함께 주입하였다. 그립 3.13 은 LAVA PRE 실험 

조건 및 실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LAVA PRE 실험의 주요 측정 인자는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용시 실험 용기의 

압력 상숭 갱도 및 하부 반구의 온도 상숭 그리고 Thennite 용융물의 초기 온도와 

냉각률 둥이다.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웅시 실험 용기의 압력 상숭은 PDCR330-1634 ( 

제조회사: Druck，압력 측정 범위 : 0 - 60 Bar) 압력 센서률이용하여 측정하였다.하부 

반구 내로 주입되는 Ah03/Fe 까lennite 용융물의 온도 변화는 W/Re 열전대톨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냉각수의 온도 및 하부 반구 외벽의 온도는 K 형 열전대를 껄치하여 

-102-



Water 
Mass = 58kg 
rgmp. = 1500C 

Melt 
AI20:lFe Thermite 
Mass = 20 kg 

Melt Pouring Pipe 
In Dia.=10 αn 

63αn 

2αn 

20αn 

48.70 

Carbon Steel Hemisphere 
In Dia.=50 αn I Thick.=2.5 αn 

그립 3.13 LAVA PRE 실험 조건 및 실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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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측정된 각종 데이타는 HP VXI System 올 이용하여 저장， 처리하였다. 

그립 3.14 는 LAVA PRE 실험에서 하부 반구 외벽에 셜치한 K 행 열전대를 비롯한 

각총 센서의 셜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냉각수의 가열과실험 장치의 가압율동시에 실시하다가압력 상태 및 

냉각수의 용도가 실험 초기 조건에 도달하면 냉각수의 수위를 조절한 뒤 Thennite 

반용율 점화시쳐서 용융물율 하부 반구 내로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온시간별실험 절차를정리한것이다. 

실험 일시 : 1997 년 5 월 23 일 

실험 명 : LAVA PRE 실험 

’ 12: 30 

’ 13: 11 

’ 16: 04 

• 19: 22 

’ 20: 30 

• 20 : 33 

• 20: 34 

• 21 : 16 

- Compressor Air 로 가압 시 작 

- 데이타 저장 시작 (LAVA]l.dat) : 저장 간격 -6 초 

-액체 질소로가압시작(계기압 5.6 기압) 

- 1 차실험 초기 조건달생 

-2 차실험초기조건달성 

- 데이타 저장 시작( LAVA_P2.dat) 

- Thermite 첨 화 

-하부 반구옴도 180 0C 로 냉각， 데이타 저장종료 

(나)실험 결과 및 토의 

LAVA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20 kg 의 AhOy'Fe 용융물올 냉각수가 폰재하는 

하부 반구 내로 주입시킨 LAVA]RE 실험은 실험 절차상의 몇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LAVA PRE 실험 결과톨 

다옴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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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물 및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에 대한 분석 
’ 용융물 Debris Size 분포에 대한 조사 및 용융물 Mass Balance 챔검 그리고， 파피/ 

피파피 검사를통한용용물과하부반구구조분석 

’ 용융물과 냉각수 반응시 발생되는 압력 상송 경향 분석 및 용용물 재배치 과정에 
대한추론 

CD 용용물 및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 

@용용물온도변화 

그림 3.15 는 LAVA PRE 실험에서 W/Re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한 용융물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LAVA PRE 실험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한 일본 

ALPHA IDCOO 1, 002 실험 [2.32]과 비교해보면， LAVA]RE 실험에서의 용융물의 

냉각률이 ALPHA 실혐의 냉각률보다 두배 이상이었음올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냉각훌은 ALPHA 실험이 I Kls 이고 LAVA PRE 실험의 경우는 2.6 Kls 였다. 이같은 

결과는 실험에 사용한 용융물 성분의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올 미쳤올 것으로 

생각된다. ALPHA 실험의 경우는 순수한 Ah0 3 용용물만올 사용하여 고화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에 간극 형성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LAVA PRE 실험은 AhOiFe 

혼합 용융물을 사용하여 밀도가 큰 Fe 용융물 성환이 하부 반구와 용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용융물과 하부 반구사이의 직접 접촉으로 인하여 용용물의 

열 에너지가 하부 반구로 급격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용융물 

냉각롤의 차이를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파쇄화된 용융물의 질량 

차이라고 생각된다. ALPHA 실험에서는 30, 50 kg 의 용융물 중에서 2, 2.6 kg 의 

용융물 만이 파쇄되었으나 LAVA PRE 실험에서는 전체 용용물의 62% 인 12.4 kg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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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LAVA_PRE 실험에서의 용융물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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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물이 파쇄되었고， 이러한 용융물의 파쇄가 용융물의 냉각률을 증대시켰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용융물의 열적 거동의 분석을 하기에는 측정된 데이타에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W/Re 열전대를 이용하여 용융물의 온도를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추후의 실험에서는 WlRe 열전대의 위치를 

정확히 고정시켜서 원하는 지점에서의 용융물 온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ALPHA 실험의 경우는 하부 반구 중간 바닥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5 cm 상부 

위치에서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g 하부반구온도변화 

하부 반구의 온도는 0， 30
0

지 점에 5 개의 K 형 열전대를 반구 외부 표면에서 2 

mm 깊이로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16 은 하부 반구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0 。 지점에서 측정한 하부 반구의 온도를 보면， 한 지점에서의 온도가 다른 세 

지점에서의 온도 보다 약 200
0
C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용융물의 주입이 

정확히 대칭적이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부 반구의 온도 

변화 또한， ALPHA 실험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에서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용융물의 성분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LAVA PRE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 수행상의 오류로 인하여 산화마그네숨이 용융물과 함께 하부 반구로 

주입되었는데， 이 산화마그네숨층이 냉각수로의 용융물의 열전달을 방해하여 

용융물의 열에너지가 장시간 하부 반구로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에 대하여 ALPHA 실험과 LAVA PRE 실험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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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IDCOO 1 ALPHA IDC002 LAVA PRE 

LHV 최고옹도 820 K 900 K 1200 K 

LHV 고온유지 시간 350 sec 550 sec 1800 sec 

LHV 냉각율 4 K/s 3 K/s 0.56 K/s 

@ 용융물과 하부 반구 구조 분석 

LAVA 실험과 같이 고온의 용융물이 냉각수를 통과하여 하부 반구 내로 

주입되는 경우에는 고온 용융물의 열에너지가 냉각수로 급격히 전달되어 용융물이 

냉각되면서 입자화될 가능성이 폰재한다·또한，하부 반구내로 안착된 용융물 PO이은 

고온의 열 에너지를 하부 반구 내로 전달시켜 반구가 파손될 수 있다· 실제 TMI-2 

사고 이전에는 노심이 용용된 후 하부 반구 내로 주입되는 노심용융물에 의한 하부 

반구의 파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TMI-2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중대사고시 하부 반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냉각 기구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노심 용융물의 노내 냉각을 가능하게 하는 냉각 

기구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노심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미세한 간극 

사이로 냉각수의 침투에 따른 하부 반구 및 노심용융물의 냉각， 노심용융물 내부의 

균열(Crack)올 통한 냉각수 침투에 의한 냉각， 노심용융물 자연 냉각에 의한 상부 

표면의 면적 중가에 따른 열전달 촉진 퉁이다· 아직까지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TMI-2 사고에서와 같이 단시간 내에 급격한 노심용융물 및 하부 반구의 

냉각올 가능하게 했던 냉각 기구로는 노심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간극사이로 

냉각수의 침투에 따른 냉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LAVA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와 같은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현상에 대한 규명이므로 하부 반구 

내로 주입된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구조 및 용융불과 하부 반구의 구조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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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중요한실험의 결과가된다. LAVA]RE 실험을수행한후 입자화된 용융물의 크기 및 

질량을 측정하였으며， 하부 반구와 용융물 사이의 구조 분석을 위하여 초음파 

탐지기와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를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하부 

반구의 중앙 단면을 절단하여 육안으로 용용물 내부 및 하부 반구 사이의 구조를 

분석하였고， 하부 반구의 침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 입자화된 용융물의 크기 및 질량 측정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 장치를 해체하여 파쇄(잔agmentation)된 용융물의 크기 

및 질량을 측정하였다· 파쇄된 용융물 입자 크기 별 질량은 다음과 같다· 

• 5.66 mm 이상 

• 4.0 - 5.66 mm 

• 2.83 - 4.0 mm 

• 0.149 - 2.83 mm 

: 5.9 kg 

: 1.52 kg 

: 1.44 kg 

: 3.54 kg 

표 3.3 은 LAVA]RE 실험과 관련된 실험에서의 냉각수 수위 및 초기 압력， 

그리고 파쇄된 용융물의 질량올 나타낸 것이다. 

표 3.3 LAVA PRE 실험 및 관련 실험에서의 파쇄화된 용융물 분율[2.22 ， 2.32] 

초기 압력 (Bar) 냉각수수위 용융물종류 파쇄용융물질량 

LAVA PRE 17 0.45m Ah0 3/Fe 12 .4 kg ( 62 %) 

IDCOOl 13 0.3 m Ah0 3 2.0 kg ( 6.7 %) 

IDC002 13 0.3 m Ah0 3 2.6 kg ( 5.2 %) 

FARO - L08 58 1.0 m 80U02 + 20 zr02 30.0 kg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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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VA PRE 실험에서는 실험 조건이 유사한 ALPHA 

실험에 비하여 많은 양의 용용물이 파쇄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ALPHA 실험에 비하여 

냉각수 수위가 깊어진 점과 용융물 성분의 차이 동으로 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의 경우에는 산화마그네슐 분말이 냉각수에 용해되어 있었거나 

혹은 용융물 주입시 함께 냉각수 안으로 쓸려들어갔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같은 

요인이 용융물의 파쇄롤 가속화시켰올 수도 있올 것이다. 

g 용융물및하부반구비파괴검사 

냉각수가 존재하는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 내로 주입되는 노심용융물의 

에너지는 냉각수 및 하부 반구로 전달된다. 미국 TMI-2 사고 이후에 이러한 

노심용융물의 열적 부하에 의한 하부 반구 파손 가능성 및 노내 냉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반웅시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구조에 대한 분석， 특히 노내 냉각 

기구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간극의 실시간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LAVA 실험에서는 위에서 언굽한 비파괴 검사 방법올 이용하여 

실시간 간극 측정올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LAVA PRE 실험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실험이므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하부 반구 내， 외의 압력을 동일한 고압(1 7 

기압)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간 간극 측정은 수행하지 

못하였고， 실험이 끝난 후 초음파 탐촉자 및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방법올 이용하여 

하부 반구와 고화 용융물 사이의 간극 측정올 시도하였다.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한 

간극 측정 결과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간극의 폰재 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용접의 가능성과 초음파 탐촉자로 불균일한 표면에 

대한 간극 측정의 어려옴 둥으로 간극이 측정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한 방법과 더불어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방법올 이용하여 실험 후 간극 

-110-



축정을 수행하였다.3 시간의 중성자조사를 실시한후 필름을 판독한 결과 하부 반구 

내부의 구조에 대한 영상율 얻을 수 없었다. LAVA PRE 실험에서 사용한 반구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중성자 조사를 통한 내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간극이 존재하는지의 판단을 위해서는 단면 절단 둥의 

방법으로 간극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융물및 하부반구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구조 분석을 수행한 

후 고화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의 경계연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하부 반구률 

철단하였다.LAVA 실험에서 절단하고자 하는 모재(반웅용기)가 Carbon Steel 내부에 

고화된 금속용융붙이 접착되어 있는 형상이므로 절단 과정에서의 용융물의 변형 및 

하부 반구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절단 방법의 선정이 중요하다. 반구 절단 방법으로는 

방전 절단법 및 Band Saw 에 의한 기계적 절단법 등올 고려하였는데， 절단 단가 및 

시간의 측면에서 Band Saw 에 의한 기계적 절단 방법이 현단계에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절단에 사용한 Band Saw 는 두께 1 mm 이고， 철단 시간은 약 30 분 

소요되었다. 그립 3.17 은 철단한 하부 반구 및 고화용융물의 단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용물 외팍 부분에서 고화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에 약 1 -

2 mm 의 간극이 뚜렷이 형성되었다. 하부 반구의 중앙 부분에서는 용융물파 하부 

반구 사이에 용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있다. 이와 같은 용접 현상은 초기에 주입된 

용융물이 과열 금속용융물이고 이 금속용융물에 의한 제트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용접 부위 주위에 형성된 간극은 용융물의 냉각에 따른 수축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 부분의 용접 현상은 하부 반구 외벽의 

온도 측정 결과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앞 절에서 기숱한 바와 같이 하부 반구 중앙 

부분의 외벽 온도가 얼본의 ALPHA 실험에 비해서 200 K 이상의 고온옳 나타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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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LAVA]RE 실험에서의 하부 반구 온도 변화 

Welded 

그립 3.17 LAVA]RE 실험에서의 하부반구및 고화용융물의 절단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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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온도의 상숭은 용융물에 의해서 하부 반구가 침식되고， 용접된 결과라고 볼 

수있다. 정확한 하부 반구 침식의 정도 및 용융물과 경계변에서의 하부 반구의 열척 

거통에 대해서는 경계 및 용접 부분의 시편올 채취하여 정밀 구조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용융물 재배치 과정 및 압력 상숭 경향분석 

LAVA PRE 실험의 초기 압력은 계기압으로 15.99 기압이었다. Thermite 

용융물과 냉각수 반웅시 증기 폭발의 징후는 없었으며 Thermite 반웅에 의한 발열 및 

용융물과 냉각수 발생시 생성된 증기에 의한 실험 용기의 가압은 최대 19.61 

기압이었다. 그림 3.18 은 반웅 과정 중의 LAVA 실험 용기의 압력 상숭올 나타낸 

것이다. 용융물 주입관 하단부에 설치하여 용융물 주입 시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착한 K 형 열전대로 측정한 온도 및 압력계로 측정된 압력 상숭의 시첨이 동일한 

것을 보면 실험 용기의 가압은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웅으로 생성된 중기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기 압력에서 최고 압력에 도달하는데는 약 10 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약 4 기압의 압력 상승이 10 초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압력 

상숭은 격렬한증기 폭발에 의한순간적인 가압이라고는볼수 없다. 

마.향후연구계획 

l 차년도 연구 기간동안본격적인 LAVA 실험 수행을위한일련의 예비 해석 

및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건식 반구 예비 실험을 통하여 냉각수 유무에 따른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의 차이점 및 Thermite 용융 기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건식 반구 실험 조건에 대하여 CALF 쿄드를 이용한 하부 반구 열적 거통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LAVA 실험 장치에서 20 kg 의 Thermite 용융물을 냉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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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하부 반구 내로 주입시켜서 용융물 및 하부 반구의 열적 거동율 알아본 

LAVA PRE 실험을 수행하였다. 

냉각수가 존재하는 하부 반구 내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의 열적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용융물의 질량， 냉각수 수위， 용용물의 구성 성분 둥이다. 

용융물의 질량은 하부 반구 내에 쌓아는 용융물의 높이와 하부 반구 내로 가해지는 

열량을 좌우한다. LAVA_PRE 실험으로 명명한 성능 실험에서는 실험 용기의 가압， 

냉각수 가열， Thennite 용융물의 생성 동 전반적인 실험 진행 상황율 점검하는 

차원에서 용융물의 질량을 20 kg 사용하였다.LAVA 본 실험에서 기본척으로 껄정한 

용융물의 질량은 40 kg 으로 반구 내에 쌓이면 하부 반구의 112 지점의 높이를 

나타낸다‘ 용융물 질 량의 영 향을 분석 하기 위 하여 최 대 60 kg 의 용융물을 사용하여 

실험율 수행할 예정이다. 냉각수 수위는 용융물이 하부 반구 내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용용물의 파편화 및 용융 Pool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실혐의 목적상 원활한 

용융물 Pool 의 형성이 우선 사항이지만 냉각수 수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냉각수 수위를 달리하는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내 냉각 실험의 기술적인 

사안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입하는 용융물의 성분은 하부 반구와 용융물 사이의 간극 

형성에 큰 영향올 미철 것으로 생각왼다. 이는 세라믹 용융물과 금속 용융물의 고유 

성질로서 LAVA 실험에서는이에 대한 영향분석 실험율수행할 것이다. 

3. 간극에서의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 실험 (CHFG) 연구 

가. 엄계열유속 연구현황 및 분석 

(1)서 론 

발열중인 고온의 고체 표면에 액체가 접촉하면 액체로 전달된 얼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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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표면 근처에서 기화열로 이용된다. 이 과정은 고체 표면과 액체사이의 용도차가 

작아도 열전달이 매우 잘 되는 효과적인 열전달 기구이다. 그러나 이 기구를 이용한 

열전달도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며 그 한계가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 CHF)이다. 

고체 표면에서 액체로 전달되는 열속이 CHF에 이르게되면 고체 표변에 기포막이 

형성되어 고체표면과 액체 사이의 접촉을 방해하므로 고체에서 액체로의 열전달을 

방해한다. 이 때 고체 표면의 온도는 크게 증가하거나 열속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문헌에서 CHF를 지칭한 용어들은 다양하다 bumout， dryout, 

boiling c디sis(BC)， departure from nuc\eate boiling (DNB). 이 중 dryout은 환상류 

영역에서 벽면에 폰재하던 액막이 기화로 인해 사라점으로써 발생하는 CHF를 

가리킬 때 이용되고 DNB는 과냉각시 발생하는 CHF를 지칭할 때 주로 이용된다. 

1934년 Nukiyama[3.3 ]는 선박용 증가발생기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포화수의 풀비퉁시 

가능한 최대 열속을실험적으로 연구하던 중 CHF를 발견하였다. 이 후 CHF는 원자력 

발전소， 열교환기 퉁 산업적 이용 분야 때문에 관내부의 강제대류 조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비하면 풀비퉁 조건에서의 CHF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히터 외부의 강제대류 조건시 CHF 연구는 매우 적었다[3 .4]. 현재까지 수행된 

임계열속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 형태 간극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 기존의 암계열유속 연구에 대한 검토 논문으로는 Katto[3.5], 

Groeneveld & Snoek[3.6], Celata[3.7], Lienhard[3.8] 퉁이 있다. 여 기 에 서 는 

임계열유속에 관한 기폰 연구들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ONATA-IV 와 관련하여 반구형 간극에서의 열전달 현상에 중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한편 많은 CHF 모델들이 역류유통 제한 

현상(Counter Current Flow Limit: CCFL) 관계식으로 부터 개발되었으므로 이 현상에 

대한간략한소개부터 시작한다. 

(2) 역류 유동제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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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와 액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유동형태(counter-CUJTent t1ow)는 

유체를 이용하는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기체와 액체의 

유량이 적을 때에는 위로 흐르는 기체의 유량이 아래로 흐르는 액체의 유량에 거의 

영향을미치지 못한다.그러나기체의 유량이 충분히 커지면유연한역류유동형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유동형태가 혼돈상태가 되고 아래로 흐르는 액체의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플러딩(tlooding) 혹은 역류유동제한 현상이라고 

부른다. 역류유동제한 현상은 지난 약 50년동안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현상이 

복잡하여 아칙도 충분히 이해되지는 봇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해석적 모델과 실험식 둥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모두들 한계를 가지고 

었다. 역류유동제한 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Tien & Liu[3.9], Bankoff & Lee[3.IO], 

Hewitt[3 .11 ] 퉁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으므로 이 현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들의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역류유동 제한 현상에 판한 일반적인 

지식과 좁은 간극의 구조에서 수행된 역류유동 제한 현상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하여 

다루고자한다. 

역류유동 제한 형상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석 모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용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식이 개발되었다. 실험식을 개발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 무차원수는 

Wallis 변수와 Kutateladze 수이다. 이 무차원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실험식이 개발되었다. 

jgl 2 + mjrI 2￡’ (3.2) 

K4/2 +mkj/2=C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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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hc=hc꿇짜'P，.> 

(3.4) 

v 、/λ
“ ,, =hc 끓굶:Px) (3.5) 

위 식에서 g , σ ， p , j 는 중력 가속도， 표면장력， 밀도， 걸보기 속도률 각각 

냐타내며， 챔자 1, g 는 액상과 기상을 각각 냐타낸다. 위 두 푸차원수의 차이챔은 

유로 직경(0)의 효과가 무차원수에 고려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Wallis 

변수의 경우 분모에서 제곱근 형태로 직경을 고려하고 있으냐 Kutateladze 수는 

직경의 영향율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식 (3.2) 과 식 (3.3) 중 어느 형태의 실험식이 

역류유통제한 현상의 파이프 직경 효과를 보다 잘 셜명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Bankoff & Lee[3.1 0] 는 기존의 실험값들을 비교 분석하여 직경이 다론 파이프에서 

측정된 실험 값들이 파이프 직경의 제곱근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Wallis 

변수로 표현된 많은 해석적 모델과 실험식들은 고정된 액채 유속에서 무차원 직경 

O.가 증가함에 따라 역류유동체한 현상율 일으커는 기체 유속이 감소한다고 

빼촉한다. O.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본드수， Bo ， 의 제곱근과 같다. 

D'=~戀]l/2 = BO (3.6) 

Kutateladze 수 자체는 직경을 변수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로의 

칙경은 식 (3.3) 의 계수에서 고려하는 형태의 실험식이 개발되어 왔다. 한편 Pushkina 

& Sorokin[3 .l 2] 은 다양한 칙경의 파이프에서 아래로 향하는 액체가 전혀 흐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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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되는 기체 유량올 측정하였다. 이들은 측정값올 이용하여 다음의 실험식올 

구하였다. 

Kg=3.2 (3.7) 

이들은 파이프직경이 측정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파이프 직경의 역류유동제한 현상에 대한 영향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론들이 제시 되었다. Wallis & Mak.k.encheη[3.13]와 Richter[3 .14]는 이러한 혼톤된 

결과들올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위의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결과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척용범위가 다를 뿐이라는 연구결과올 

제시하였다. 즉. O. 드 40 인영역에서는 Wallis 변수를이용한관계식이 잘맞고. O. 

>40 에서는 Kutateladze 수를 이용한 식이 잘 맞는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역류유동현상에 관한 해석적 및 실험적 연구중 대부분은 

원형판올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환상판， 원형관 다발， 원전연료 다발 

형태의 유로에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도 있다i 단면이 직사각형인 유로톨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도 있다. 이는 MTR형 연료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용 원자로 

연료모양이 직사각형의 유로를 만들기 때문이다. 

(3) 수조비둥 임계열속의 이론적 모델 

수조비퉁시 CHF 를 예측하려는 모델은 두가지 이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수력학적 불안정성 모웰이고， 다른 하나는 액체 미소충 건조 모웰이다. 첫째 

모멜은 가열면에서 상숭하는 증기와 액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 때문에 

중기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 둘째 모웰은 중기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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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폰재하는 앓은 액체 막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여 액체 막이 소모되었을 때 CHF 

가 발생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유도되었다. 

Kutateladze[3.15]는 CHF가 수력학적 현상(hydrodynamic phenomena) 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중기와 물의 운동 방정식을 해석하여 식 (3.11)으로 표현되는 CHF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이 식은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유도가 되지만 그 중 

Zuber[3.16]의 유도를 소개한다. 그가 CHF 모텔 개발올 위해 생각한 상황온 다음과 

같다. 가열되는 수평 평판 위에 물이 있을 때 막 비둥이 일어나면 Taylor instability 로 

예측되는 파의 정점 위치에서 증기가 위로 빠져나간다. 빠져 나가는 중기 기동은 

Kelvin-Helmholtz 불안정성(instabiliy)으로 잘려지고 증기의 탈출로가 막히게 된다. 즉， 

수명 명판에서 열속윤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q’ =C, .hfr1Pgug (3.8) 

비례상수 C, 은 Taylor instability 로 계산되는 증기기동의 위치와 면적 둥으로 

부터 결정된다. 한편 증기 기둥은 경계면에 존재하는 표면장력 때문에 유지되는데 

종기의 관성 력(moment)이 표면장력보다 커지면 중기 기동은 불안정해진다. 이 상태는 

다읍식으로표현된다. 

τ~SC2 싫uS 
/‘KH ‘ 

이 때 Kelvin-Helmholtz 웨 이 브 수 Ã.KH 는 다음과 같이 정 의 된 다. 

Ã. ....... = c. •. 1--뜨-…’ V V g(p,-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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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9)의 경계조건으로부터 Ug 를 구하고 식 (3.10)와 함께 식 (3.8)에 대입하면 CHF 

관계식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다음의 식을유도할수 있다. 

q~'HF .1 야 I 

Pghfg -V gað.p - ιl 
(3.11) 

우변의 k) 은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다. Kutateladze 는 훤판형 및 

선형 히터를 이용하여 풀비등 조건에서 CHF 값올 측정하는 자신의 실험에서 0.13 -

0.19 를 구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CHF 연구에서 많은 실험식 뜰은 식 (3.11)의 

우변 항올 변형시킨 형태이다. 계통해석 코드인 RELAP5와 COB뼈는 저압 져유속 

조건에서의 CHF 관계식으로서 Zuber-Griffith[3.17] 식을 이용하는데 이 식은 

식 (3.11)에서 우변 항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k1 =O.13y1-a) (3.12)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Cheung 등[3.18]은 기폰에 수행된 실험 결과톨 

인용하여 풀에 잠긴 반구 아래 면에서의 CHF 모델올 제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반구면에는 이상 경계충이 형성되어 중기가 기포형태로 빠져나간다. 기포는 

연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보다는 약 4Hz의 주기로 섭통하면서 빠져 나간다. 이는 

SONATA-IV 실험의 일환으로서 수행한 VISU-II 실험에서 관찰한 물과 증기의 주기적 

운동과 일치한다. 하향 반구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Zuber의 상황 셜정이 적절하지 

봇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반구면과 커다란 기포 사이에 

물의 미소충(micro-Iayer)이 폰재하며 증기가 이 층을 뚫고 기포에 공급되는 상황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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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정하였다. 안정된 미소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증기 jet 의 높이가 Helmholtz 

파장보다 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터 미소충 두께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15m = 다O"Pg(1+없(렀O.4(짧r (3.13) 

위 식에서 C1 과 q ”NB 는 각각 비례상수와 핵비둥열속이다. 이상 

청계충으로부터 미소충으로 공굽되는 물의 양이 기화로 인혜 소모되는 미소충 물의 

양보다 척율 때 가열면에 국부적인 dryout 이 발생하며 이 것이 CHF 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다옴 식올 구하였다. 

ct'CHF = 까hrpu， (δ~)CHF /C2bo (3 .14) 

위 식에서 C2 와 (δ~)CHF 는 비례상수와 CHF 시 미소충 두깨흩 각각 

나타낸다. 이 들은 CHF 가핵비풍 영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보고 식(3.13)의 ct'NB 가 

q"CHF 일 때 δ:m=(δ~)CHF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식 (3 .13)와 (3.14)율 

절합하여 다음의 CHF 모렐올 개발하였다. 

q바 = 納[앓(1+렀(렀-"] (3.15) 

위에 설명한 CHF 모멜들은 SONATA-IV/CHFG 연구 대상인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모렐 개발시 참조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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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풀비둥시 반구형 히터 9] 팍에서의 임계열속 

반구형 간극에서의 열전달 관련 실험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중대사고시 

훤자로용기 파손 방지를 위한 원자로용기 9] 벽 냉각 연구를 위한 반구형 히터의 

풀비둥(PO이 Boiling) 조건에서 냉각을 규명한 실험은 수행되었다. 반구행 구조에서 

열전달 관련 연구시 고려해야할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폰에 수행된 연구들올 

조사하였다. 

Theofanous 둥[3 .19]은 압력용기 하부를 모사하는 ULPU-2000 실험장치률 

이용하여 풀비둥시 압력용기 와벽에서의 CHF 값올 측정하였다. ULPU-2000은 

곡률반경 1.76 m, 두께 7.6 cm, 넓이 15 cm, 길이 0.83 m 의 이차원 Slice 히터블럭에 

카트리지 히터를 여러겹으로 설치하여 2000 kW/m2 의 열속올 낼 수 있다. 이들은 

압력용기 9]부의 비둥 영역올 각도에 따라다음의 두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바닥 근처로 이 곳에서는 발생된 증기가 활발하게 용칙이며 압력용기 벽면율 

따라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둘째， 압력용기 윗 부분으로 안정된 이상 경계충율 이루며 증기가 지나간다. 

이들은 장치의 배치를 변화시키며 실험올 수행하였는데 현재 두 가지 

배치로부터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첫번째는 압력용기 바닥을 모사하기 위해 

히터 톨릭을 수명으로 하여 풀비둥 조건에서 실험하였고(배치 1) 두번째는 훤자로 

압력용기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 모사하도록 배치하여 자연대류가 일어나는 

조건(배치 2)에서 실험하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다음의 실험식을 제시하였고 이 식은 

원자로용기 와벽 냉각시 측정한 CHF 관계식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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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l 

QCHF(D) = 300XW / m2, 9 < 5。

qCHF (8) = 300 + 12.69 KW / m2 , 50 < 9 < 30。 (3.16) 

배치 2 

qCHF(9) = 500 + 13.39 KW / m2, 9 < 15。

qCHF(8) = 540+10.78 KW/m2 , 150 <8<90。 (3.17) 

Chu 둥[3.20] 온 직경 61 cm의 원통형 알루마늄 블럭율 160 0C 와 330 0C로 

가열한뒤 대기압의 포화상태 물에 담가서 급격히 냉각시키는 Quenching 실험올 

수행하였다. 알루미늄 블럭의 바닥면은 평면과 곡률반경 335cm의 곡면 두 가지 

형태률 이용하였다. 두 경우 모두 약 500 kW/m2 의 CHF 강이 측정되었다. EI.Genk & 

Gao{3.2IJ 또한 직경이 1.5 cm 이고 바닥면의 곡롤반경이 14.8 cm 와 2 1.9 cm 인 급속 

블럭으로 Quenching 실험을 수행하여 Kutateladze 수를 이용한 형태의 CHF 상판석율 

구하였다. Cheung[3.22] 은 직경 30 cm의 반구형 용기를 이용하여 급냉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이 반구 바닥에서 측정한 포화상태 물에서의 CHF 값은 400 kW/m2 

이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 틀 충 Theofanous 풍[3.19] 의 연구 만이 연속 가열을 이용한 

CHF 실험이었고 나머지 실힘들은 quenching 실험이었다. 이는 실험장치의 

구조때문에 적용가능한 히터의 용량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즉， Theofanous 풍의 

실험은 이차원 slice 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여러겹으로 히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실험은 모두 3차원 반구형태를 이용하므로 히터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웅은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실힘을 계획중인 SONATA. 

IV/CHFG 에도 적용되므로 설계시 세심한 배려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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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버둥시 직사각형 유로에서의 임계열유속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는 대부분 단면이 직사각형과 유사한 형태의 

유로(rectangular channel)를 형성한다.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계산을 위하여 직각 

유로에서의 CHF 실험이 수차례 있었다. 연료 주변에는 냉각 혹은 중성자 감속을 

위하여 냉매가 흐르게 되므로 직각 유로에서 수행된 CHF 실험은 대부분 

유통비둥(f1ow boiling)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사각형 유로에서의 CHF 실험 연구중 

물이 아래방향으로 흐르는 역류유통 조건에서의 실험들을 표 3.4 에 정리하였다. 

표 3.4 사각형 유로에서 역류유통시 CHF 실험 

저자 | 압력 →질량유속 입구온도 유로단면 

(MPa) (Kglm2s) (K) (mm) 

Sudo et a l.[3.27] 0-600 292-353 40.0x2.25 

Yucel & Kakac[3.23] I 0.1 1250-6250 331-370 5.84x6.35 

Mishima[3.26] I 0.1 0-600 302-360 30.x2.4 

Sudo & Kaminaga 10.1 2-600 298-348 50x2.25 

[3.24] 50x2.8 

Yucel & Kakac[3.23]은 역류유통시 CHF 값이 동향류(co-cuπent) 에서 측정한 

CHF 앓보다 약간 작다고 보고하였다. Sudo & Kaminaga[3.24] 는 유로의 간극이 

커질수록 CHF 앓이 증가했으며 유로의 넓이보다간극의 크기가 CHF 앓에 영향올더 

크게 준다고보고하였다.또한이들은유로의 길이가 CHF 앓에 영향을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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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결과는 Jeong & No[3.25] 의 CCFL 실험 결과(유로 입구의 구조가 직각이면 

CCFL 은 유로 입구에서 발생하며 유로의 길이는 영향을 주지 않음)와 일치한다. 

Mishima(3.261 와 Sudo & Kaminaga{3 .241 는 다음식 과 같은 형 태의 CHF 상관식 올 

개발하였다. 

뿔뚫 {뚫= f，(.1감얘)+f2 (CCFL) (3.18) 

위식에서 우변의 첫번째 항은 입구 과냉각(s배co이ing)의 영향율 고려한 

것이고 둘째 항은 포화상태시 CCFL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역류유동시 CHF는 CCFL과 매우 밀접한관계가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6) 풀비둥시 간극에서의 임계열속 

간극에서의 실험은 두개의 명판 사이， 원판 사이， 환상관 사이 둥에서 

수행되었다. 가열 방법은 한쪽판만 가열한 경우와 양편판 모두 가열한 경우가 있으며， 

주로 풀(pool)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풀비둥시 간극에서의 CHF를 연구한 문헌들을 

표 3.5 에 정리하였다 수직으로 세워지는 증기발생기 세관과 tube sheet 사이에는 약 

0.25 mm의 환형 간극이 폰채 한다. 간극의 바닥은 닫혀 있으며 이 부분은 다른 부위 에 

비하여 화학적 부식이 매우 빠르고 정상 운전시 천이 비동을 일으킨다. Chang & 

Yao[3.28] 는 이 부분에서의 열수력학적 거동을 이해하고자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는 직류로 가열되는 파이프가 수정관안에 위치하여 지지대 

위에 껄치되며 바닥이 닫혀있으며 풀에 잠겨 있는 형태이다. 이들이 수행한 실험의 

주요실험 인차를표 3.6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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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풀바둥시 간극에서의 CHF 실험 

처차 I 장치구조 유체 간극(mm) 

Katto & Yokoya[3.3 1] 수평원판 water 0.8-2.0 

Chang & Yao[3.28] 수직 환상간극 R-113 , aceton 0.32, 0.8, 2.58 

water 

Katto & Kosho[3.30] |수평원판 R-113 , benzene 0.16- \00 이상 

ethyl alchol, water 

Monde et aI.[3.29] |수직평판 R-113 , benzene 0.45-7.0 

ethanol, water 

표 3.6 Chang & Yao[3.28] 의 실 험 조건 

꽤
 훌
 R뼈
 剛@ 

비
l
 

펴
덕
 
-
길
 
컴
시
 
협
셰
 

‘
파
 홈
 
-
관
 릎
 
팩
 

챔
 體
햄
 -
뭔
 
算

SUS304, f25.4, tO .71 , Ll Ol.6 

0.6 - 4.04 

25.4, 76.2 

0.32, 0.8, 2.58 

Freon-113, aceton, water 

이들의 실험에 의하면 Freon-113의 경우 풀에서 임계열속은 200 kW/m2 

이었으나 0.32mm 간극에서는 6.3 kW/m2 이었다. 즉 간극에서의 임계열속은 풀에서의 

값보다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들은 가열된 표면을 냉각시킬 수 있는 물의 공급이 

제한될 때 CHF 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여 CCFL 관계식으로 부터 다음의 CHF 상관식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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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였다. 이 실험은 본드 수가 작은 영역에서 수행되었으므로 CCFL 관계식으로서 

Wallis 식율 이용하였다. 

말많.L행 0.38 

짜 VgOAρ (1+ 꿇I p, t .(L I S) 
(3.19) 

위 식에서 S , L , D 는 유로의 간극 크기， 길이， 가열 파이프의 직경올 각각 

나타낸다. 

Monde 퉁[3.29] 과 Katto & Kosho[3.30]는 수직 명판과 수명 원환율 이용하여 다음의 

CHF 상판식을각각개발하였다. 

a，.니'1:: ., ι낌 0.16 
앓tF '11二4 = (320) 
Prlhrv V guAp 1 + 6.7 x 10-사p， / Pgl.6(L/ S) 

짧:.，잖~ = 0.18 I::강 (3.21) ,gutlp 1+0.00918(Pa / 까l.14 ，IJl뻗각O/S) 

위 식들을 보면 풀비둥시 간극에서의 CHF 관계식이 Wallis 변수 혹은 

Kutateladze 수를 이용하여 개발되어 왔음올 알 수 있다. Chang & Yao[3.28] 의 

실험장치는 유로의 바닥이 막혀 있어서 유로내에 역류유똥(counter current flow)이 

형성되지 만 Katto & Yokoya[3.31], Monde 둥[3.29] 과 Katto & Kosho[3.30]는 막혀있는 

부분이 없어서 증기와 물이 같은 방향(co-cuπ'ent)으로 움직이며 자연대류 형태를 

보였율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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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식의 세 상관식은 모두 대기압 실험에서 측정한 CHF 값을 이용하여 

구해진 것이며， 다양한 총류의 유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물질상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상관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관식들이 압력 변화에 

따른 물질 상수 변화를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극의 크기가 1 mm 이고 

사용 유체가 물인 경우에 대하여 그림 3.19 에 비교하였다. 상관식을 계산할 때 

유로의 길이， 원판의 직경 등 간극의 크기 이외의 변수들은 각 상관식 개발에 이용된 

실험 장치의 값을 이용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Katto & Kosho[3.30] 와 Chang 

& Yao[3.28] 의 모델은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CHF 값이 증가하다가 다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압력의 영향에 대한 

기폰의 지식과 일치한다. 그러나 Monde 둥[3.29]의 모델은 나머지 두 모델의 

예측값보다 매우큰 값을 예측하며 압력에 대한 경향또한 달라 보인다. 따라서 Monde 

둥[3.29] 모델의 적용 범위를 고압 영역으로 확장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0 은 대기압 상태에서 간극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CHF 상관식들이 

예측하는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 상관식 모두 간극이 

커 짐 에 따라 CHF 값도 증가함을 보여 준다. Katto & Kosh아3.3이 와 Monde 둥[3.29]의 

모텔은 간극이 증가함에 따라 CHF 값이 증가하다가 수렴하는데 이는 몰리적으로 

간극이 무한대인 풀비풍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hang & Yao[3.28]의 

모텔은 나머지 두 모텔과 달리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몰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모텔을 10 mm 이상의 간극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Mayinger 등[3 .32]은 Siemens KWU의 후원으로 곡면 간극에 서 의 CHF 

실험올 수행 중이다. 이 실험은 TMI-2 원자로 압력용기를 모의하여 원자로 

압력용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기여한 냉각기구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장치는 곡률반경이 780 mm 이고 직경이 600 mm 인 곡면 히터를 만들고 그 

아래에 일정 간극을 유지하는 판올 두어 곡면 간극을 이루고 있다. 히터 표면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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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속은 500 kW/m2 이며， 간극의 크기，표면 거칠기，표면 채질 등이 CHF 값에 미치는 

영향올 연구하려고 한다. 이 실험은 SONATA-IV/CHFG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원자로 하부반구에 형성되는 간극에서의 CHF를 연구하고 있으며 1997년 말까지 

수행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 실험은 반구의 제일 밑 부분 일부만을 모의하고 

있어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 실험장치의 간극 구조는 SONAT A-IV /CHFG 

실험장치의 반구형 구조와 수평 평판 간극 구조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이 실혐의 

결과는 SONAT A-IV /CHFG 실험이 끝난후 검증 비교 대상으로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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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caling 문 제 

Berenson[3.33] 은 풀비퉁 조건에서 표면 거칠기가 다른 가열판을 이용해 CHF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핵비등 열전달은 표면거칠기 (surface roughness)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CHF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CHF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 인자가 히터 표면의 온도가 아니라 표면으로부터 액체로 전달되는 

열속이라는 의미이다. 즉， 열속은 고체 표면 주위에서 액체가 기화하도록 하므로 고체 

표면 주위에서 발생된 기체와 액체의 거동이 CHF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Egan & 

Westwater[3.34]는 원판 히터 윗 면에서 비등이 일어날 때 무한의 수평 원판 조건을 

찾기 워하여 직경 6.4mm - 304.8mm 의 가열된 원판올 액체 질소 풀에 급냉시켜 CHF 

값을측정하였다·이 들은 D/\TD> 2.5 일 때 원판에서 측정된 CHF 가히터 직경에 관계 

없이 일정한 값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IrD 는 Taylor instability 를 일으거는 파통 중 

에 너 지 를 가장 잘 흡수하는 파동(most dangerous wave)의 파장이 다· 

원전의 사고해석시 CHF 는 냉각기구의 한계로서 중요한 현상이므로 압력의 

영향을 잘 기술하는 CHF 상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CHF에 대한 압력의 영향은 

명확하게 정 립되어 있지 않다. CoIlier[3.35] 는 Bo、lfling[3.36]의 상관식과 Alekseev 

둥[3.37]의 측정값올 이용하여 관내에서 강제대류시 압력에 따른 CHF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CHF 값은 압력과 함께 증가하다가 약 30 bar 이후부터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CHF 관계식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저압에서 측정된 

값으로부터 고압에서의 값이 유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비례관계식이 

존재한다면 편리하다· 이러한상관관계를 제시한 연구결과를표 3.7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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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CHF 값에 대한압력의 영향을서술하는상관식 

저자 

Soziev & 

Khrizolitova 

[3.38] 

Tolubinsky 

et al. [3 .39] 

Levitan 뻐d 

Lantsman[3 .40] 

Condie and 

Bengston[3 .4 1 ] 

Cobb& 

Park[3.42J 

Griffith et al. 

[3 .1 7] 

l 상관식 

I qCHF =J 11+ Po / P 
1%.1< 

I qc. 1< = 0.16애쾌C1'gLip / 얘 

Po 헤gC1'(PI - Pg) 

l q%(Pj ( 1 P/% )이 qCHF.PB(P) 

qCHF(PO) \.1- Po / Pcr} qCHF.PB(PO) 

qCHF.PB = 0.14pgh쐐6gAp/pS 

%F(P) =〔웹 % 

qCHF(PO) 

qCHF = 1.70 - 3.90T - 0.04T2 

qCHF(P = 0.1) 

+ 2.41T3 + 7.58T4 + 5.20TS -12.9T6 

Rζ쁘댄L_~'CHF.PB(P) 
q다1F(PO) qCHF.PB(PO) 

비고 

풀비둥， 

매우낮은압력에 적용 

강제대류， 

Levitan이 환상관에 서 

측정한값이용 

강제대류， 

Bundle-data base 

돋 ~1:1口1%

저유속에만적용가능 

한편， 많은 연구가들은 여러가지 유체를 대상으로 CHF 값을 측정하여 

상관식올 개발하였다. 이는 여러가지 물질 상수의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CHF 

관계식을 개발하기 위한 명분과 함께 작은 히터 출력과 낮은 압력에서 실험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장점 때문이었다·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의 기화열이 매우 크고 

비둥점이 높기 때문에 대용량의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화열이 

작고 비등점이 낮은 모의 유체를 사용한다면 실험 비용올 줄일 수 있고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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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해지는 것이다. 모의 유체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R-113 , acetone, benzene, ethyl 

alch이퉁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물성치를표 3.8 에 비교하였다. 

표 3.8 압력이 O.IMPa 일때 물과주요모의 유체의 물성치 

이 름 화학식 포화온도 액체밀도 중기밀도 기화엔탈피 

(OC) (Kglm3
) (Kglm3

) (KJlKg) 

물 H20 100 957 0.598 2257.0 

R-II CChF 23 1481 5.854 180.6 

R-I \3 CCI2F.CCIF2 47 .5 1509 7.302 144.1 

acetone C3H60 56.1 785 - 501 

benzene C6H6 80.1 872 - 393.3 

ethyl alch이 C2HsOH 78.3 787 - 837.0 

모사유체를 사용하여 물의 임계열속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같은 임계열속올 

내기위한 모사 유체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 지는 것이 Ahmad[3 .43 ]의 

연구 결과이다. 그는 파이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의 모의 관계함수를 제시하였다. 

~=[왔]x[뚫r/
3 

x[않fS 

~=[혔H짧r x[뚫r 

웰
간
 θI(Pa / p,) 
여기서 r=-뚫」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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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질량 유속 G와 유로 직경 D 를 조절하여 위 식의 값이 같아지면 같은 크기의 표면 

열속으로 CHF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사관계를 

셜명하는 연구들은 원형 혹은 유사한 유로에서 강제대류나 자연대류 조건에 대하여 

수뺑되었다.풀비둥조건에서 모사유체간의 관계는앞의 Ahmad [3 .43] 연구 결과처렴 

뚜렷한 함수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직 없으며 대부분 다른 변수 및 상수들과 섞인 

CHF 실험식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에서 사용 유체가 변함에 따라 

관찰된 현상이 상이한 경우 혹은 CHF 값의 경향이 매우 달라 하나의 관계식으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는 보지 못했다. 다양한 유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경우의 

장점으로서 압력의 변화에 따른 물과 증기의 물질상수 변화를 유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유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실험은 대기압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립 3.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의 영향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SONATA-IV/CHFG 실험에서는 

보다정확한압력 영향을보기 위하여 고압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둥이 일어날 때 액체가 미포화 상태이면 가열면에서 발생된 증기가 응축될 

수 있으므로 기포의 성장이 방해받아 임계열속이 포화상태의 CHF 값보다 증가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액체가 미포화 상태에서 임계열유속에 도달함으로써 증가되는 

CHF 값은 약 2 배 까지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Elkassabgi & Lienha며[3 .44] 은 1.524, 

1.295, 1.042, 0.813mm 의 가는 원통형 히터를 이용한 풀비등 실험을 통해서 액체 

미포화도의 영향올 3 영역으로 나누었다. 0< L1 Tsub <20 인 영역에서는 임계열유속이 

L1TSUb 증가와 함께 선형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20< L1 T sub <60 인 영역에서는 

완만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60< .1감ub 인 영역에서는 A감ub 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포화상태 값의 약 2.5배)올 보인다. SONATA-IV/CHFG 실험에서는 비둥에 

관여하는 유체가 히터와 근접한 약 2mm 내외의 좁은 간극에 갇혀 있으므로 유체는 

포화 상태에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따라서 유체의 미포화도 영향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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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ISU-Il 실험 결과 

(1) 개요 

Kutateladze[3.15]는 CHF 가 수력 학적 현상(hydrodynamic phenomena) 이 라고 

생각하였고 이 생각은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CHF 현상을 이해하고 

실험식을 개발할 때 대상 계통에서 일어나는 수력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펼요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에서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에 관한 자료는 찾올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일어나는 비등 현상과 CHF 를 일으카는 기구 등올 연구한 

문헌은 없다. 반구형 간극과 유사한 형태로서 Sudo & Kaminaga [3.24] 는 직사각형 

유로에서， Chang & Yao[3.28] 는 환형관에서， Monde 둥[3.29] 과 Katto & Kosho [3.30]는 

원판 사이의 간극에서 CHF 실험올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반구형 

간극에서 일어나는 이상 유체의 거통올 관찰하여 CHF 를 일으카는 구동 기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반구형 히터와 투명한 파이펙스 

유리로 반구형 용기를 제작하여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수행 절차 

그립 3.21은 VISU-II 실험 장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장치는 반구형 히터 히터 출력 제어용 SCR 히터 출력 검출을 위한 

-137-



VlA meter SCR 

그립 3.21 VISU-lI 실험장치의 개략적 구성 

전류/전압계， 반구형 투명 용기， 열천대 측정용 기판올 내장한 컴퓨터， 지지대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반구형 간극에서 일어나는 이상유체의 거통올 촬영하기 위한 조명， 

반사 거옳 및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파이렉스유리로 만든 투명 용기는내부의 

히터 반구와 Imm 간극올 형성하도록 제작하였으나 약간의 공차가 있어서 균일한 

두께의 간극올 만들지 못했다. 그립 3.22는 히터를 포함한 실험부를 자세히 보여준다. 

반구형 히 터 는 두께 20mm, 외 경 238mm 의 Copper 용기 안에 정 격 출력 6kW 의 히 터를 

두고 용융온도가 700 C 인 Wood's metal 올 채웠다. 본 실험 장치에는 작은 체적에 큰 

열용량을 가진 히터를 이용해야 한다. 히터는 단위체적당 발열량이 크므로 냉각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열로인하여 열션이 녹게 된다.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 

위하여 열전달이 매우 잘되는 Wood's metal 올 열전달 매체로 이용하였다. CHF 를 

갑지하고 열속을 측정하기 위해 구리 용기 내벽면올 따라 4 곳에 K-형 열전대(0.5mm) 

썽율 셜치하고 세 곳에 단일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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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립 3.22 VISU-II Test section 상째 도 

이들의 위치는 그립 3.23 에 나타나 있다. 열전대는 Keithley 사의 PC 용 DAS-TC 

카드률 이용하여 5Hz 속도로 측청하여 PC 화면에 보이고 l초당 l희씩 기록하였다. 

흑청부의 아래쪽율 가시화하기 위해 거옳율 450 로 셜치하고 삼성전자의 Hi-8 가청용 

버디오카빼라로촬영하였다. 

실험온 예정된 출력에 히터를 조컬한 후 계흉이 청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후 히터 출력올 계획된 만큼 높여 앞의 과청융 반욕한다. 실험올 l 회 

수행하기 위해서는 4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본 실험 장치는 개방행이어서 

기화된 중기가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기화되어 사라진 양 만큼의 물율 

계속척으로 공굽해서 수위훌 일정하게 유지시쳐야 한다. 이률 위해 반구형 히터 

중심축에 위치한 얼선 및 열전대 보호관 바깥 면에 급수판율 부확하여 충류수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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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공급하였다. 히터 출력과 이상유체 유통이 정상 상태에 이르면 비디오 

카메라로 2분씩 촬영하였고온도눈실험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하였다. 

그립 3.23 VISU-II 실험 장치의 열전대 배치도 

(3) 실험 결과및 고찰 

그렴 3.24와 3.25는 히터 출력이 2.9kW, 5.0kW 일 때 반구형 간극에서의 유동 

형태률 보여준다. 히터 출력이 작올 때는 여러 재의 작은 중기 기포가 폰재하나 

출력이 커짐에 따라 기포의 크기가 커져서 넓은 기포로 폰재한다. 그립에 나타난 기포 

둘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 면적이 넓올지라도 유통의 속도가 왈라 순식간에 물로 

교체된다. 따라서 이 유동 형태는 막비등처럼 보일지라도 유로 구조가 좁은 간극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곁보기 현상일 뿐 안정된 막비풍 영역이 아니라 핵비둥 영역으로 

보아야한다. 히터에 의해서 기화된 증기는곡면을따라위로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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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4 VISU-II 실험에서 q=2.9kW 

일때유동형태 

그림 3.25 VISU-II 실험에서 q=5.0kW 

일 때 유동형태 

이때 아래로 들어오는 물과 역류유통( counter-current)올 하게 된다. 이 역류유동은 

격렬한 옴직임을 보이는데 이 영역은 히터 상단 즉 히터가 직각으로 꺾인 부분까지 

해당한다. 히터 상단의 간극에서는 들어오려는 물파 나가려는 증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불규칙한 유로를 형성하여 각각 분리되어 흐르게 된다. 각각의 

유로는 매우 불규칙하게 염의의 위치에 형성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진다. 이러한 

구조에서 증기의 속도가 특정 값보다 커지면 물이 더이상 간극올 뚫고 아래로 흐를 수 

없게 되는 역류유동제한 현상(Counter-Current Flow Limit: CCFL)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에 서 발생 하는 CCFL 은 entrance tlooding[3.25] 이 다. 이 경 우 히 터 상단 간극 

주변의 조건이 CCFL 발생 여부를 결정하며 그 아래쪽의 반구형 유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FL 은 간극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 실험 장치에서는 간극의 

크기가 작은 부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다. 히터의 열출력이 일챙 값에 이르면 간극이 

큰 부분에서는 격렬한 역류유동 형태를 이루며 물이 아래로 공굽되면서도 간극이 

작은 부분에서는 국부적인 CCFL 현상이 나타난다. CCFL 이 나타나는 부분의 히터 

상단 바로 아래는 국부적으로 dryout 되며 히터 출력이 커질 수록 그 영역이 넓어진다. 

-141-



그엄 3.26 훌 히터 훌력이 S.SkW 일 때 dryout 된 부분율 보여준다. 사진에 보이는 

반구외 왼쪽반은물이 채워져 었고오혼쭉온 dryout이 되었다. 

환 실험얘서는 육안 판활 이외의 방법으로 CHF( dryout) 발생 여부톨 판단하눈 

것이 어려웠다. 이 것용 흩 실험 장치에서 채택한 히터의 얼천달 방식 때문이다. 

열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율 경우 얼선이 파멸되어 손상되는 것율 막기 뀌하여， 

얼션에서 발생됨 얼율 Wooci' s metal 율 매체로 copper 반구에 전달토록 하였다.용융된 

W뼈‘s metal 은 전도와 대류를 통하여 열율 전달 시키는데 대류에 의한 전달량 

비용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립 3.27 과 3.28 온 구리 반구에서 축청한 각 

위 치 의 용도와 열속율 나타낸다. 용도는 구리 반구 바깥 표면으로부터 7mm 안쪽에 셔 

측청한 갑이고 열속용 이보다 10mm 안쪽에서 측청된 용도톨 함께 이용하여 계산한 

장이다. 출력 중가와 함께 용도와 열속이 중가하는 것이 보이지만 급격한 중가나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Wood's metal 이 자연 대류률 잘 일으키고 었기 때문이다. 

즉， 구리 반구 안쪽면의 용도가 자연 대류 되는 Wood's metal 때문에 급격히 중가하지 

않는 것이다. Wood's metal 의 자연 대류눈 그립 3.28 에 보인 열속 측청 강으로부터 알 

수 있다. 반구 바닥 근처에 위치한 I번 표면 열속이 약 20 kW/m2 인 반면 반구 상단 

근쳐인 4번 표면 열속온 120 kW/m2 율 내고 었다. 표면 열속이 이쳐렴 뀌치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온 Wood‘ s metal 의 자연 대류 때문이다. 그립 3.22-3.24 에서 열속대신 

히터 훌력율 변수로 나타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립 3.27 에 보인 구리 반구의 온도는 그립 3.21 에 보인 열전대 2, 4, 6, 8 에셔 

혹청된 갑들이다. 네 쌍의 열천대가 일렬로 셜치된 부분이 간극이 좁아 국부척인 

dryout융 보인 부분에 뀌치하였다. 용도는 열전대 2번에서 6번으로 갈수륙 

총가하였고，히터 출력이 커점에 따라높게 나타나고 변화폭이 커졌다.그러나혹이할 

만륨 변화폭이 커지거나 올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캠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8번 

열전대의 온도는 6번 열전대의 온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8번 열전대가 W∞d‘s 

metal 풀 위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죽， 이 지챔에 천달된 열용 Wood's meta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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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직접 오는 것이아니라 구리반구를 통한 열전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림 3.28 에 

보인 반구 표면에서의 열속 1, 2, 3, 4는 각각 열전대 생 (1,2), (3 ,4), (5,6), (7,8) 에서 

측정된 온도로부터 구리 반구가 평판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값이다. 이 그림에서도 

CHF 발생의 구분자로 쓰일 수 있는 갑작스런 열속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4번 

열속이 10000초 부근에서 120 kW/m2 에 이른 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3번 열속도 

약 11000 초에 120 kW/m2 에 이른 후 증가하지 않는다. 이 때부터 각 열전대 빵이 

설치된 위치에서 구리반구 표면이 dryout 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3.6kW 출력에서는 

(7，8)번 열전대 쌍의 위치만 dryout 되었으나， 4.2kW 출력에서는 (7,8) 및 (5,6) 번 

열전대 생의 위치 까지 dryout 된 지역이 넓어친 것이다. 그림 3.28 에는 본 실험과 

유사한 간극에서 CHF 실험을 수행한 Chang & Yao[3.28]와 Monde 둥[3.29]의 실험식 

값이 비교되었다. Monde 퉁[3.29] 은 수직 평판 사이에 형성된 간극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Chang & Yao[3.28] 는 수직 환상관에서 실험올 수행하여 각각 다음과 

같온상관식을구하였다. 

앞센E....I~= 0.38 

짜 VgDφ (1+ 꿇/ p, t .(L / S) 
(3.23) 

월뺑드 .l.~흐 o.16 
Pghrg V go끽p 1 + 6.7 x 10-4 (까 /애l6(L/ S) 

(3.24) 

비교률 위하여 위 실험식에 본 실험장치의 규격을 대입하였다. Monde 둥과 

Chang & Yao 는 본 실험에서 측정된 120 kW/m2 보다 큰 174.2 kW/m2 와 195.7 kW/m2 

를각각예측하고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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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압력용기와 노섬 용융몰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간극율 모사하는 

장치률 제작하여 가시화 실험올 수행하였다. 반구형 히터는 노섬용융물올 대신하며 

압력용기는 파이랙스 글라스로 모의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이들 사이에 형성된 

반구형 간극에 존재하는 이상유체의 유통 형태를 관찰하고 비둥 열전달의 한계인 

CHF 가 일어날 때 주변의 몰리적 현상올 가시화 함으로써 CHF 발생 기구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본 실험에서는 CHF 발생시 급격한 온도의 중가나 열속의 감소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히터를 채우고 있는 Wood's metal 의 자연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여 히터 내부에서 열올 잘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파이펙스 유리로 만든 외부 

용기의 단면온 완전한 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터와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간극이 좁윤 부분에서는 같은 히터 출력에도 다른 부분보다 먼저 역류유통제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 부근은 역류유통제한 현상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구리반구 

표면이 dryout 되었다. 즉， 이러한 구조의 장치에서는 CHF 가 역류유동제한 현상 

때문에 시작되는 것임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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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6 VISU-II 실험에서 dryout 이 일어난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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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7 VISU-II 실험에서 반구 각 위치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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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8 VISU-II 실험에서 반구 각 위 치의 열속 

다. SONATA-IV/CHFG 연구 

&Yao 

et al. 

14000 

본 란에서는 SONATA-IV 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간극에서의 

업계얼유속 실험인 SONATA-IV/CHFG에 대하여 가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실험 결과를 정량화하는데 

이용할 상관식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1) SONATA-IV/CHFG 에서 고려중인 모델 

본 연구에서는 반구형 간극에서 비등 현상올 가시화하는 VISU-I실험을 이미 

수행하였고 VISU-II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3 .45]. 이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간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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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중기는 간극 상단에서 간극으로 들어오려는 물과 역류유동을 이루는데 이 

곳에서 CCFL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간극으로 공급되는 물이 제한되어 가열된 

반구 표면을 충분히 냉각시기지 못하므로 CHF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할 CHFG 상관식의 기본 형태는 CCFL 상관식으로부터 유도한다. 전장의 CCFL 

관련 문헌조사에서 언급했듯이 Wallis & Makkenchery[3 .13] 와 Richter[3.14] 는 D.::;;40 

인 영역에서는 Wallis 변수를 이용한 상판식이 CCFL을 잘 예측하고 D.>40 에서는 

Kutate ladze 수를 이용한 상관식이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한편， 원형판이 아닌 복잡한 

구조의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CCFL 실험들은 Kutateladze 수에 기초를 둔 상관식이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allis 변수를 이용한 

Monde 풍[3.29]의 상관식은 고압 조건의 간극에서 CHF 값을 예측하는데 문제가 

있었지만 Kutateladze 수를 이용한 Katto & Kosho[3 .30] 와 Chang & Yao[3.28] 의 모텔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Kutateladze 수에 기초를 둔 CCFL 

상관식올 바탕으로 CHF 상관식올 개발할 예정이다. 

간극안으로 공급된 물은 모두 증기 로 바뀌 므로 다음의 질량보존식 이 성 립한다. 

qwAw Mg=Ml=-;-
"fg 

ia =많=과-.울 
g APg Pgh@ A 

;, =꿇=~.한 
‘’ A까 까t뻐 A 

(3.25) 

(3.2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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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M. A. Aw. q,• . h，째 는 각각 질량유량， 유로 단면적， 가열 면척， 

열속， 기화 앤탈피를 각각 나타낸다. 식 (3.26) 과 (3.27) 으로부터 

lL=!ì 
Jg p, 

(聯繼]"'=繼않 

식 (3 .3) 의 양변을 제 곱하면 

Ki + m2K; + 2mK;/2K7/2 = C2 

식 (3.5)롤 식 (3.30)에 대입하면 

(3.28) 

(3.29) 

(3 .30) 

j J꿇Pg +m바2긴;.~짜p， +2찌m삐매;11α2긴젠;11αl니」율놓~.~따J ]V1vγ/ 
g僅짧뚱露룸 l기l 월꿇뚫z lgμJ， l ~냈4뼈@도짧￡ 破훌題때풍휘j ν 씨l 

식 (3.28)과 (3.29)를 식 (3.31)에 대입하면 

새뿔[1+""繼+2m꿇않l~C2 (3.32) 

이 때중괄호는다음과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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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뿔樞+2m않뚫H1+m않않r괜樞r (3.33) 

한편 환형 간극에서의 면적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w_ πD2 / 2 πD2 D 
A π(D+2Sl /4-πD2 /4 - 2πS(D+S) - 2S 

(3.34) 

위 식에서 S , D 는 유로의 간극 크기와 가열되는 반구의 칙경올 각각 나타낸다. 식 

(3.26), (3.33), (3.34) 올 식 (3.32)에 대 입 하면 다음의 CHF 상관식 을 얻 올 수 있 다. 

쁘센E...파Pg ~~. 2으f 
싸hrg 뼈혜 D (1+m~굶찌)2 

(3.35) 

위의 상관식에서 m과 C 는 실험 결과로부터 구하게 된다. 물론 SONATA

IV/CHFG 실험에서 식 (3.35)올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실험 결과률 잘 

관계지을 수 있도록 식(3 .3 5)에 보완하는 항올 추가할 수도 있으며 실험 결과가 

식 (3.35)와 다른 경향올 보인다면 새로운 개염으로 모텔올 개발해야할 필요가 었다. 

(2) 실험장치 및 인자 

본 실험의 기본 목적은 간극을 통한 열제거의 한계인 임계열유속강을 

실험척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주는 그립 3.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을 모사하기 위하여 반구행 히터를 제작하고 이 

히터를 2cm 두께의 구려 반구(내부반구) 안에 설치한다. 히터에서 발생된 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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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반구를 통해 밖으로 전달되므로 히터는 내부반구와 잘 접촉하여야 한다. 

내부반구에는 66 개의 K형 열전대(thermocouple)를 생으로 셜치하여 내부반구 안과 

밖의 용도롤 측정하고 열속올 계산한다. 내부반구 밖에는 약 1 mm 간격을 두고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한 반구(외부반구)를 설치한다. 외부반구는 원자로 

압력용기에 해당한다. 외부반구에는 10개의 열전대를 생으로 설치하여 열손실을 

측정한다. 이 두 반구 사이로 물이 공급되며 물은 내부반구를 통해 나오는 열로 

인하여 비둥하게 된다. 발생된 증기는 스테인레스 스틸 배판을 통해서 열교환기로 

보내진다. 열교환기는 I.5 m 위에 설치되며 수도물을 이용해 냉각한다. 냉각된 

수증기는물로웅축되어 와부반구안으로되돌아온다. 

실험에 사용될 간극의 크기는 매우 작으므로(0.5 mm, 1 mm, 2 mm) 장치는 

물의 비둥점에서도 이 간극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주의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온 

대기압부터 10 기압까지의 범위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실험장치는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15기압에서도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하였고 냉각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히터는 40kW의 열출력을 낼수 있는 용량을 갖는데 반구형 곡면을 따라 

두 겹으로 열선올 껄치한후 황동으로 molding하여 제작하였다. 히터는 상부와 하부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20 kW 용량올 제어할 수 있도록하여 노심용융물에서 

원자로용기로의 열속이 균일하지 않는 실험도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할 유체는 증류수와 Freon올 사용할 예정이다. 실험 시작 전 계통안에는 공기가 

폰채한다. 공기는 비웅축성 기체로서 열전달을 방해하므로 실험 초기에 배출시킬 수 

있도륙 배관 최상부에 공기배출 밸브를 설치하였다. 또한 압력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용기 상단에는 안전밸브를 셜치하였다. 계풍의 압력은 열교환기률 

이용해 조껄한다. 즉， 열교환기 냉각수의 유량올 조절하면 계통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냉각수 유량은 압력신호를 입력값으로하고 밸브 개폐정도를 제어값으로하는 

자통제어기에 의해서 제어된다. 열교환기 용량은 히터에서 발생되는 열 전체를 

-150-



제거할수 있어야하며 압력조철 기능도가져야하므로혀터 열출력의 두배인 80kW 

용량으로정하였다. 

실험에서 측정해야할 중요한 인자는 반구면에서의 열속이다. 따라서 계풍 

전체훌 흉하여 얼균형을 반복 확인할 수 있도륙 계측을 준비하였다. 히터에서 발생된 

열온 히터 제어기에서 알려주는 전압과 전류량율 측정하여 계산한다. 내부 반구면율 

흉한 열속은그립 3.3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곳에 썽으로 셜치한 열전대률 이용하여 

측청한다. 히터에서 발생된 열은 냉각수를 기화시키는데 이용되거나 계풍 밖으로 

손실된다. 고온의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과 실험용기는 충분히 단열시키고 

외부반구톨 흉한 열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그립 3.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반구 

다섯 곳에 열전대률 썽으로 쩔치하여 열속을 측정한다. 기화된 중기의 유량과 온도률 

용축수 출구 쪽에서 륙정하며 아울러 열교환기의 냉각수 유량과 입출구 온도률 

측갱해서 열교환기롤 흥해 제거된 열량을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히터는 열출력 

밀도가 높아서 냉각이 부족할 경우 쉽게 손상되므로 실험중 항상 냉각수 속에 

참격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용기에는 magnetic flow 형 수위 측정기톨 

셜치하였다. 이러한 모든 계측기의 신호는 Hewlett-Packard 사의 VXI 데이타 획득 

장치로읽혀지고 HP9000 735 컴퓨터에 기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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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및 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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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1 외부반구 열전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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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작전에 수행해야할 일은 간극의 크기와사용유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변수를 교체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가장 먼저 이들 변수를 

먼저 셜정하고 기타 변수에 대하여 실험올 수행해야 된다. 특히 간극의 크기를 바꾸기 

위하여 외부반구를 교환할 때에는 간극의 크기가 일정하게 설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극의 크기는 본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면서 한번 설치된 이후 실험중에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처음 장치를 설치할 때 매우 신경을 써야 한다. 실험장치가 

완전히 셜치된 후실험을수행하는 절차는다음과 같다. 

@실험용기 내에 냉각수를주입한다. 

@히터를 저출력에서 작동시킨다. 

@냉각수 비퉁이 시작되면 공기배출 밸브를 열어 계통내에 존재하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공기배출이 끝나면 공기배출 밸브를 닫고 열교환기 냉각수 밸브를 연다. 

@실험용기 내의 냉각수수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부족하면 보충한다. 

@VXI 데이타 획득 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켜고 작성된 프로그램올 수행시킨다. 

@히터출력율원하는젤정치에 맞춘다. 

@열교환기 냉각수 밸브를조절하여 원하는 압력으로 정상상태를유지시킨다. 

@정상상태에서 10분 동안 CHF 가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lCHF 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정 @ 에서 @ 까지 반복한다. 

@CHF 가 발생하면 히터를 끄고 데이터 획득장치를 정지시킨다. 

@계통압력올 상숭시켜 과정 @ 에서 @ 까지 반복한다. 

@실험은 10기압 까지 수행하고 종료한다. 

@열교환기 냉각수는 계속유지시켜 계통에 남아있는 잔열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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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압력이 l.2 기압 이하로 떨어지연 열교환기 냉각수 공급을 정지시키고 

공기배출 뻗브롤 열어 둔다. 

본 실험장치는 히터 표연의 육안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CHF 발생 여부를 다른 

변수흘 측정하여 판단해야 한다. CHF 발생 여부는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CHF 발생 후 히터를즉시 끄지 못하고 지속시가연 고가의 히터가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일찍 히터를 끄게 되면 부정확한 측정을 하게 되므로 CHF 

발생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실험시 매우 중요하다. CHF 발생시 히터 

표연의 온도가 급속히 증가 하거나 열속이 감소하므로 이들올 측정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32 는 Hewitt[3 .46] 가 제안한 CHF 탐지 방법 선정 

철차이다. 본 실험 장치에서는 내부반구 바깥 연이 냉각연이 되고 내부반구는 그 안에 

셜치된 히터로 부터 가열되는 간접 가열 방식이므로 열전대를 이용한 냉각연 

온도측정을 이용하여 임계열속 도달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 열전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용이 싸고 급작스런 온도 증가를 탐지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CHF 가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근처에 열전대가 껄치되어 있지 않으면 신속하게 

탑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었다. 본 실험에서는 내부반구에 셜치된 열전대롤 

이용하여 내부반구 표연 온도를 추적한다. 

-156-



간접 

얼전대사용 

온도급상승 
탐지 

| 브리지회로톨 
υ이용한온도변확 
| 탐지 

유빼 

그림 3.32 임계열속 탐지방법 선정 절차 

변화도작성 

아니오 

본 실험에서 중요한 인자는 열출력， 간극의 크기， 압력， 사용유체 퉁이다. 

실험온 열출력을 조금씩 상승시키면서 임계열유속에 도달했는지 검사하면서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간극의 크기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히터와 내부반구의 크기는 

고정시키고 다양한 크기의 외부반구률 제작하여 바꾸어 가면서 실험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에 대한 (1) 간극의 크기， (2) 압력， (3) 사용 

유체의 종류， (4) 가열 위치 둥의 영향을 관찰하고 상관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실험 조건을표 3.9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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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SONATA-IV/CHFG 실 험 Test Matrix 

간극(mm) 

0.5 1.0 2.0 5.0 

히터 1,2 W,F W,F W,F W,F 

히터 I 

히터 2 

w 

w 

흩l퍼τ[허터 상판J ←동1터 i동1퇴 하단 W : water, F : freon 

압력 : 1 기압 -10 기압 사이에서 20 개 내외의 측정 

(4) 실험장치 시운전 결과 

실험장치는 (주) 신성캠 플랜트가 제작하여 중대사고실험동에 셜치하였고 

각종 센서와 유량계 풍의 신호선올 데이터 획득장치에 연결하였다. 실험장치 쩔치 

후에는 이들과 계측기들이 설계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장치 운전시 발견된 문제정들올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 

장치를 분해조립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수의 열전대가 손상되었다. 총 80개의 K

type 열전대를 셜치하였으나 이중 19 개의 열전대가 완전히 손상되었거나 손상된 

것으로 의섬된다. 히터 설계시 최대 출력은 40kW (104kWfm2 )이었으나 실제로는 

30kW (79kW/m2
) 의 출력올 내고있다. 이는 실험동으로 공급되는 전력선의 전압이 

440V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험장치에 설치된 전력제어기 및 기타 계측기 퉁이 

전력율 소비하기 때문이다. 

장치의 성능검사를 위해 대기압에서 히터 출력올 변화시키며 열전대의 

반용율 판찰하였다. 히터 출력은 0, 1800, 3700 초에 각각 50%, 75%, 100% 로 

변화시켰다. 그림 3.33 은 히터를 내부에 안고있는 구리반구의 표면온도이다. 히터 

출력이 50%일 때 표면온도는 대기압에서의 비등첨인 100 OC 보다 약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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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출력을 75%로 높여도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약 3000초에서 

열천대 하나의 온도가증가하여 나머지 열전대보다약 20 0C 가량높게 유지되는 것올 

볼 수 있다. 이 열전대는 29번 열전대로서 반구의 상단 근처에 셜치된 것이다. VISU-II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서 CCFL 이 발생하여 국부적인 dryout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온도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이 지점올 CHF 로 정의할 

수 없다. 히터 출력이 100%로 증가되면 여러곳의 온도가 계속 증가하여 200 0 C 를 

넘게 된다. 이 온도들은 계속 증가하므로 CHF 가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CHF 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히터보호를 위하여 4200초에 히터 천원을 차단하였다. 

한편 100% 출력에서도 계속적인 온도 증가를 보이지 않고 온도가 약간 증가한후 

유지되는 열전대가 여러개 있었다. 이 곳에서는 계속적인 냉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그림 3.34 는 황동으로 몰딩하여 제작한 히터의 표면온도를 나타낸다. 히터 

출력 이 중가함에 따라 표면온도가 크게 증가함올 알 수 있다. 히 터 출력 이 75% 일 때 

표면온도는 350 0 C 로 유지되었고 CHF 가 발생한 100% 출력에서는 히터 전원을 

차단하기전 약 500초 동안 100 0C 증가하는데 그쳤다. 히터에 사용된 쉬즈히터의 

내구용도는 700 0 C 이므로 히터는 이러한 운전조건에서 큰 손상없이 사용될 수 있올 

것으로판단된다. 

그림 3.35 는 내부 구리반구의 열속올 나타낸다. 열속은 구리 반구에 다른 

깊이로 셀치된 열전대 썽으로 읽은 온도로부터 계산하였다. 히터 출력 증가와 함께 

열속이 증가하는 것올 알 수 있다.100% 출력에서 CHF 가 발생하면 열속은 열전대가 

셜치됨 위치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CHF 발생시 

냉각되는 부분과 냉각되지 않는 부분이 구분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림 3.36 

은 SUS 로 제작한 외부반구， 즉， 압력용기(외부반구)의 열속을 보여주고 있다. 열속의 

크기는 대체로 lkW/m2 이하이므로 외부반구를 통한 열손실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CHF 발생시 외부반구의 열속은 음수값을 보일 때도 있다. 이는 뜨거워진 반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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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접촉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붙이 접촉하여 냉각이 시착되면 물과 접촉하 면의 

온도가 더 낮아지므로 마치 열이 압력용기 밖에서 안으로 전달되는 것처럽 보이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시운전 결과 CHFG 실험장치는 셜계시 의도한 성능을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지만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속적인 보완 작업율 수행하면 

보다좋은실험 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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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6 압력용기(외부반구)의 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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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연구과제 

(가)2 차원 slice 에서의 CHF 실험 

현재 제작하고 있는 CHFG 실험장치는 직경 50cm 의 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크기는 실제 원자로 직경에 비하여 약 118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하여 실제 원자로에서의 CHF룰 예측하기 위해서는 scaling 해석이 

필요하나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에 대한 지식이 미미한 현재로서는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실제 규모와 비슷한 대형 실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실험올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기술，특히 히터 제작 기술올 생각할 때 적절한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서 2차원 slice 실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그립 3.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원자로와 같은 직경으로서 폭이 10 cm 

내외인 2차원 slice 구조에서 CHF 실험올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 실험과 함께 

scaling 해석올 병 행해야 한다. 소형 반구 실험을 통해서 얻어 진 결과는 scaling 해석 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와 함께 slice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원자로에서의 CHF 를 예측할수 었다· 

률， 증기 율， 증기 

그립 3.37 2 차원 slice 에서의 CHF 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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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 환상관에서의 CCFL 실험 

대형 환상관에서의 CCFL 실험 역시 필요하다. SONATA-IV 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행하는 VISU-II 실험에서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에 CCFL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관찰 결과로부터 앞서 젤명한 CHFG 상관식의 

기본 형태가 유도되었다. 이 상관식은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를 유발시키는 격발 

기구가 수력학적 현상인 CCFL 이라는 가정으로 부터 유도되었다. 따라서 같은 

구조애셔 CCFL 상관식올 실험올 통하여 구해봄으로써 CHF 관계식 개발에 사용된 

기본 가정이 적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었다· 축，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발생 기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직경이 수 cm 인 소형 환상관에서의 CCFL 실험은 

수행되었으나 직경이 수십 cm 혹은 수 m 에 이르는 대형 환상관에서의 CCFL 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또한우리가관심올 두고 있는구조는원통안에 반구가놓여 

있는 구조인 반면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환상관에서의 CCFL 실험은 무한대 길이의 

환상관올 가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실험 장치에서 수행된 것들 뿐이다· 이 실험은 

물과 중기를 이용하는 비등 실험일 필요는 없고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 실험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실험의 

편이성을 얻기 위하여 그림 3.38 에 보인 구조로 실험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실험장치는 대형 원통안에 원통보다 길이가 짧은 원형봉올 삽입한 형태이다· 즉， 이 

장치에서 구현된 간극은 반구형 간극이 아니고 환상관 형태를 가진다· 이는 간극으로 

주입되는 액체 입구가 직각인 구조에서는 CCFL 이 액체 입구에서 발생하며 

입구조건이 CCFL 유량올 결정 [3.25]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액체 주입구 

아래의 유로 조건이 CCFL 유량에 거의 영향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적은 

비용으로도 수행 가능하고 그 결과가 SONATA-IV 연구를 통해 개발될 CHF 모델올 

비교 검증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비용에 비해 효용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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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기 공기 

그림 3.38 대형 환상관에서의 CCFL 실험 개념도 

(다)바닥이 닫힌 환상관에서의 CHF 실험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실험은 실험 장치 제작시 정밀 가공과 셜치가 

요구된다. 이는 균일한 열속올 내도록 반구형 히터를 제작하기 어렵고 반구면 어느 

곳에서도 반구형 간극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39 에 

도시한 것처럼 바닥이 막힌 환상 간극에서 CHF 실험올 수행하면 이러한 어려옴을 

피하면서 현재 수행중인 SONAT A-IV ICHFG 실험을 보완 비교할 수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이다. 실험장치는 바닥이 막힌 대형 원통안에 왼통보다 길이가 짧은 원형 

히터볼럭올 삽입한 형태이다. 히터블릭은 구리로 만들고 여기에 여러개의 봉히터를 

균일하게 셜치하면 거의 균일한 표면 열속올 얻올 수 있다. 이 실험은 수행중인 

SONAT A-IV ICHFG 실험 장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작이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하여 CHF 값에 대한 반구형 

곡면 유로와 환형 수직 유로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scaling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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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CHF 에 대한 수직유로의 영향이란 수직 유로의 길이가 CHF 값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 결과가 성공적으로 얻어지면 실제 원자로와 비슷한 규모의 실험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용으로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반구면과 동둥한 영향을 

내는유로의 길이를 알게 되면 제작비용이 비싼 반구형 실험장치 대선에 이와동둥한 

환형간극 장치에서 실험올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환형 간극 장치는 구조가 단순하여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구형 히터를 사용하는 

실험이나 그립 3.39 에 나타낸 것과 같은 구조에서는 액체 주입구에서 CCFL 이 

일어나므로 환형 간극의 크기가 같다면 두 장치에서 얻어지는 CHF 값은 차이가 없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이 실험올 통하여 검증된다면 실제 원자로 규모의 

반구형 간극에서의 CHF 실험은 환행 간극을 이용한 모사 실험을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라)바닥이 닫힌 직각유로에서의 CHF 실험 

직경이 수십 cm 에서 수 m 에 이르는 환행 간극은 무한 길이의 선행 간극으로 

가정하여도 크게 툴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반구형 간극에서 비둥시 일어나는 

물과증기의 거동은바닥이 막혀있는선형 간극에서의 비둥현상으로모의할수있다. 

다만 반웅 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반구형 열원은 반웅 용기에 비하여 높이가 낮고 

윗면이 반웅용기 벽면에 대하여 수직이므로 그립 3.40 에 도시한 형태의 선행 간극 

구조를 이용하여 반구형 간극올 모사할 수 있다. 이때 간극의 바닥은 막혀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실험 장치에서 CHF 실험을 수행하면 반구형 간극에 

비하여 장치의 제작이 훨씬 쉬워서 적은 금액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관련 현상을 

일차원척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실험 및 결과 해석올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또한 이 실험 결과를 반구형 간극에서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간극의 곡률이 

엄계열유속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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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블럭 

그립 3.39 바닥이 닫힌 환상관에서의 CHF 실험 개념도 

벼 ..., 

톨. 증기 

그립 3.40 바닥이 닫힌 직각유로에서의 CHF 실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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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외 중대사고 현상 개별효과 실험 연구 

1. 노심용융물 고압분출 실험 연구 

가·개요 

원전에서 노심물질 용융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인 상태에서 원자로용기 하부가 파손되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 

cavity를 통하여 격납건물로 방출된다. 이때 노심용융물이 작은 입자화되어 격납건물 

대기와의 열전달로 격납용기 내부 압력과 온도를 급격하게 상숭시키는 현상을 

격납건물 직 접가열(Direct Containment Heating: DCH)이라 하며 이 현상의 초기상태인 

원자로용기 파손에 따룬 용융물의 유동현상을 용융물 고압분출(High Pressure Melt 

Ejection; HPME)이 라 한다·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 용융물은 대기와 열전달에 의해 급격하게 열을 

대기로 전달함으로써 격납건물의 온도 및 압력 상승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노심 용융물이 원자로 캐비티를 거쳐 격납건물 상부의 대기로 이송하는 동안 

주변의 공기와 산화반웅 등 화학작용을 일으71 며 이때 생성된 수소가스의 

연소반응에 의해 격납건물내 온도와 압력을 가중시기게 된다. 따라서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해 격납건물에 가해지는 압력하중은 원자로용기 파손시 용융물의 

분사량， cavity를 통한 용융물의 방출분율， 격납건물내 입자의 이송 및 열전달， 용융물 

입자의 반웅둥다양한현상들에 의해 지배된다. 

TMI-2 사고 이후 본격화된 가동중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팽가(Probablistic 

Safety Analysis : PSA) 과정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이 격납건물 조기파손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는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을 중대사고 연구의 중요항목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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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 왔다· 격납건물 직접가열 연구는 관련 현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현상의 이해 및 규명을 위해 실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의 

검증을 위한 상세 해석 모델의 개발과 확률론적 해석을 위한 parameσic 코드 개발이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새로훈 cavity 셜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cavity 모형을 개선하여 대부분의 용융물을 캐비티 하부에 

나포(σapping)함으로써 상부 대기로의 방출양올 최소화하는 격납건물 직접가열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및 우리 과제에서 수행한 

노심용융불 고압분출 실험 연구 현황은 전년도 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3.47]. 

일반적으로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양윤 cavity의 기하학적 

형상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므로 cavlty 설계특성에 따라서 용융물 방출 분율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cavlty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실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던 국내의 프랑스형 원전인 울진 

1&2호기 cavity에 대하여 용융물 양， 원자로용기 파손면적， 원자로용기 파손때 

내부압력 퉁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환형 통로를 통한 노섬용융물의 방출은 

격납건물내 격실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격실의 용융물 나포 효과가 최소화되어 -

격납건물 직접가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외부 환형통로 면적 

변화에 따른 두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울진 cavlty 실험결과를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던 미국 Zion 원전 cavity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Zion 원천 cavity에 대해서는 원자로용기 상부의 sub-compartment를 

모의하였으며， 원자로용기 외부 환형 통로를 모의한 경우와 모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용기 파손 때의 용융물양과 파손면적에 따라 원자로용기 압력 변화에 

대한실험올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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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내용및방법 

(l)실험장치 

그림 3.41, 3.42, 3.43 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장치 개략도 및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vlty 모형을 제외한 모든 장치는 울진 원전 cavlty 

실험과 Zion 원전 cavity 실험에서 공유하여 cavlty 모형율 교체하면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즉， 그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장치 중에서 고압용기， 고압 

배판， 질소 기체 공급 배관， 물 주업 용기 및 배관， 실험장치 지지대， cavity 셜치판과 

Iift기 둥율 공유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측정된 인자를 처리하기 위한 data 

acquisition system과 전원공급장치 둥을 장착한 control panel이 있는데 이들도 

공유하여사용하였다. 

실험장치의 압력부분인 원자로용기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올 선형버 1120에 

따라 체적올 모의하였으며， 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내의 증기 및 일반 가스률 

모의하는 기체를 일정압력으로 유지하여 blowdown시 분출이 이루어지도록 

모의하였다. 이들은 약 60기압까지 견딜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기체 가압용기와 melt 

holder 사이에는 제어밸브를 연치하여 밸브를 개방함에 따라 고압탱크 및 배관 내의 

기체가 melt holder 하부의 orìfice를 개방하여 용융물이 cavity로 분출되도록 하였다· 이 

밸브는 50 기압의 압력조건하에서 작동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으로 조정된다. 

또한 밸브 개방시간을 최소화하여 밸브개방시 유로면적의 변화가 가스의 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Melting pot는 melt h이der내로 일정체적의 상사용융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사 용융물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임시 저장용기의 기능이 

충분하다· 또한 상사용융물로 용융온도가 70
0
C 인 저 온 용융 합금물{Wood’s metal}올 

사용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금속물을 용융시기고 가열할 수 있도록 pot내에 heat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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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覆數 : Expansion Joint 

그립 3.4 1 노심용융물공압분출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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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2 Zion 원전의 노심용융물고압분출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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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3 울진 완전의 노섬용융물 고압분출 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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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롤 셜치하였으며 주변으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연하였다. 

Melting pot와 melt h이der 사이의 배관은 상사용융물의 웬활한 유입을 위해 

비스듬하게 셜치하였으며 중간에 밸브를 셜치하여 압력경계로 셜정하였다· 금속용융 

상사물옳사용하는경우톨위하여 이 배판은가열이 가능하도록하였다. 

Melt h이der는 일정 체적의 상사용융물율 저장하여 가스 압력이 가해지면 

상사용융물율 하부 캐 비 티 로 분출시 키 는 것 으로서 vessel sh리l은 melt h이der에 접 속 

지지되어 cavity cylindrical 외벽과 annulus gap을 형성시킬 수 있다· 져온용융 합금물올 

상사물로 사용하는 경우 용융물의 가열을 위하여 melt h이der 주위에 heating tape올 

셜치하였으며 물올 상사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Melt h이der와 상부 배관은 저온 용융 합금물 사용율 대비해 셜계온도를 100 

。C훌 기준으로 하며 실험중 고압이 걸리므로 셜계압력 60 기압의 고압 배판을 

사용하였다. Melt h이der내 상사용융물의 온도와 계풍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열전대와 pressureσansducer를 셜치하기 때문에 tap을 제작에 반영하였다. Melth이der 

하부는 훤자로용기 파손올 모의할 수 있도록 rupture disk 와 파손크기를 조정하기 

위한 orifice를 셜치하였다. Rupture disk는 압력밸브가 열리기 전까지 melt h이der 내 

용융물을 유지시키는 역활올 할 뿐 파손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나 

압력밸브가 열리는 순간 동안 압력이 melt h이der에 충분히 전달된 다음 파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험의 주요 인자중의 하나가 파손 크기이므로 실험조건에 

따라 Orifice 의 내 경 을 변화시 켜 가며 셜 치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Cavity 구조물이 셜치된 명면으로 cavity와 실험장치의 melt h이der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cavlty 구조물을 하부로 이송시키는 방법올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리프트를 셜치하였다· 용융물 분출의 매 실험마다 캐비티를 분리하여 내부의 

분출물을 수거한 다음 다음 실험을 준비해야 되므로 분리와 재조립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두가지 형태의 cavity (Zion과 Ulchinl&2)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Cavity 셜치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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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조정을 위하여 판사이에 미세 높이 조정이 가능하도륙 얼계하였으며 리프트기는 

캐 비 티 구조물의 하중 및 blow-down 충격 력 을 충분히 지 지 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본 실험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cavity는 울진 1 ，2호기 원천과 Zion 원전 

cavity롤 1120 선형비로 축소하였으며 cavity내 유통율 가시화하기 위하여 아크렬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울진 1&2 원전 cavi앙의 톡성은 일반적 가압경수로 cavi앙와 

같은 수명 통로를 통한 출구가 폰재하지 않으며， 분출물질이 vessel shell 과 캐비티 

벽면의 환상형 통로와 공기환기 통로(EVR chimney)를 통해 주로 방출된다. 실험 

수행시 cavity 내부에 걸리는 압력과 분출물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cavity는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며， 저온 용융 합금물을 사용하는 경우툴 대비하여 온도가 다소 

높더라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Zion 원천 격납건물 내부의 subcomparbnent는 실제 구조가 매우 복잡하므로 

체적과 유로툴 기준으로 간략화하는 원칙에 따라 Purdue 대학의 Zion 원전 격납건물 

직접 가열 실험 [3.48， 3 .49]에서 사용한 모멜에 따라 제작하였다. Subcomparbnent 

구조물은실험시 압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므로자중과분출입자 및 가스에 견딜 

수 있도록 셜계하였으며 유동의 가시화를 위해 아크렬율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2) 실험 인자 및 측정인자 

용진 원전 cavity에 대한 실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 

• 파손직경: 10mm, 20mm 

• 상사 용융물양 : 1 kg, 1.5 kg 

• 환형공간면적 : 150 cm2, 75 cm2 

• 
훤자로용기 파손 때의 압력 : 0.3- 4.3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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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훤전 cavity에 대한 실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 파손 칙경 : 10mm, 20mm 

• 상사 용융물양 : 1 kg, 1.5 kg 

• 환형공간폰재유무:있음，없음 

• 훤자로용기 파손 때의 압력 : 0.3- 4.3 MPa 

본 실험에서의 주요 측정인자는 실험용기와 cavity에 껄치한 PT(Pressure 

Tr없lsducer)로 측정되는 압력이었으며， 이들온 PC에서 Buπ-Bro빼사 제품의 VisuaJ 

Desig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저장하였다· 또한 실험수행 과정온 Video 

촬영올 하였고 고속 Video 카메라를 이용하여 cavity에서의 유동올 초당 1000 잔ame의 

속도로 촬영하였다· 실험 전과 후의 cavíty와 격실의 질량을 측정하여 용융물의 

방출분율을 정 확하게 계산하였다· 

(3) 실험수행 절차 

옳진 원전 cavity에 대한 실험은 먼저 cavity와 플라스틱 튜브 및 통의 질량을 

측정한후 실험용기에 장착하고 melting pot를 통하여 질량을 측정한 물올 주입한다· 

또한 질소 가압 탱크를 이용하여 훤자로용기를 일정 압력까지 가압하면서 준비를 

완료한다· 가압된 용기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방하여 rupture disc를 터뜨리면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수행 후에는 cavity와 플라스틱 휴브 및 통을 실험용기와 

분리하고 질량을 측정하여 cavíty 및 환형통로와 공기 환기통로를 롱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분율을 계산한다. 

Zion 원전 cavity에 대한 실험은 먼저 cavity와 격실의 질량올 흑청한후 

실험용기에 장착하고 melting pot를 통하여 질량을 측정한 물을 주입하고 질소 가압 

탱크를 이용하여 원자로용기를 실험인자 만큼 가압하면서 실험준비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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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가압된 용기의 솔레노이드 멜브를 개방하여 rupture disc를 터뜨리면서 

수행한다· 실험 수행 후에는 cavity와 격실을 실험용기와 분리하고 질량을 측정하여 

cavity, 격실， 대기로의 방출 분율을 정확히 계산한다· 

다·실험결과및고찰 

(1) 울진 원 전 Cavity 

그립 3.44 는 울진 1 ，2호기 원 전의 원 자로용기 외 부 환형 통로 면 적 이 150 cm2, 

상사 용융물 질량이 1.0 kg, 파손 직경이 20 mm 인 경우에 용융물 방출분율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었다· 그립은 cavíty에 나포된 분율 및 환형통로와 공기 

환기통로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분율올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압력이 0.5 MPa보다 낮으면 상사 용융물의 50 % 이상이 cavity에 

나포되었으나 압력이 0.5 MPa보다 높으면 상사 용융물의 50 % 이상이 환형 통로롤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압력이 증가하여도 공기 환기통로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상사 용융물의 양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진 

원전의 노심용융물 고압분출 시에는 많은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외팍의 환형 

통로를통하여 격납용기로방출될수있다는것올규명하였다. 

그림 3.45 는 울진 1 ，2호기 원전의 환형 통로 면적 이 150 cm2, 상사용융물 

질량이 1.0 kg 일때 파손 직경이 변화함에 따라 cavity에 나포된 상사용융물 분율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손 직경이 10 mm인 

경우는원자로용기 압력 증가에 따라 cavity에 나포된 상사용융물이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파손 직경이 20 mm인 경우는 압력이 약 0.5 MPa 근처에서 cavity에 

나포된 상사용융물 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손직경이 

노심용융물고압분출에 많은영향올미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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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44 울진 캐비티에대한노심용융물고압분출실험결과 
(환형통로 면척= 150cm2, 상사용융물 철량= l.Okg, 파혼칙정= 20m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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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울진 캐비티에서 파손직정 변화에대한노섬용융물고압분출실험결과 
(환형통로 면적= 15Ocm2, 상사용융물 질량=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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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은 율진 1 ，2호기 원전의 환형 통로 면적이 150 cm2, 파손직경이 20 

mm 일때 사용한 상사용융물 질량율 변화함에 따라 caVl앙에 나포된 상사 용융물 

분율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사 용융물 양을 l 

kg파 1.5 kg융 사용한 경우 cavity에 나포된 상사용융물 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 

노심용융몰 고압분출에 노심용융물양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올 알 수 있다. 

그림 3.47 은 울진 1，2호기 원전의 파손직경이 20mm, 상사용융물 질량이 1.0 

kg일때 환형 홍로 면적율 변화함에 따라 cavity에 나포된 상사용융물 분율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한 환형 통로 면적을 1/2로 

축소하여도 cavi앙에 나포된 상사용융물 분율이 거의 같게 나타나 노섬용융물 

고압분출에 환형 통로 면적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형 통로 

면적올 112로 축소하면 노심용융몰 고압분출이 발생할 때 cavity의 압력올 약간 

증가시 키 고 노심용융물 방출시간올 조금 증가시 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Zion 원 전 Cavity 

그림 3.48 은 Zion 원전의 환형통로가 있는 경우 파손직경이 20 mm, 

상사용융물 양이 1.0 kg인 경우의 상사용융물 방출분율에 대한 실험결과률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압력이 1.0 MPa보다낮으면 상사용융물의 

대부분이 cavity에 나포되었으나 1.0 MPa보다 높으면 상사용융물이 격실에서 

나포되거나 환형통로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또한 격실에 나포된 상사 용융물 

양보다는 환형룡로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양이 더 많게 나타나 환행통로의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환형통로가 있고 파손칙경이 10 

mm인 경우의 상사용융물 방출분율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교한 그림 3.4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손 직경이 작으면 파손직경이 큰 경우보다 더 많은 상사 용융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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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6 올진 캐비티에서 상사용융물질량변화에대한노심용융물고압분출실험결과 
(환형통로 면적= 150cm2, 파손칙경=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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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7 올진 캐비티에서 환형통로면척변화에대한노심용용물고압분출실험결과 
(상사용융물 질 량= l.Okg, 파손칙 정=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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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8 환형통로가 있는 Zion 캐비티에대한노섬용융물 고압분출 실험결과 
(상사용융물 질량= 1.0kg, 파손직경= 20I0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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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9 환형통로가있는 Zion 캐비티에서 파손직경 변화에대한노섬용융물고압분출 
실험 결과 (상사용융물 질 량= l.O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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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에 나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손칙경이 작올수륙 격납용기 직접가열 

발생을 방지하는 원자로용기 cut-off 압력이 높아지는 것율 알 수 있다. 

그립 3.50 은 환형통로가 없고 파손직경이 20 mm인 경우의 상사 용용물의 

양이 1.0kg일 때 방출분율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압력 이 0.8 MPa보다 낮으면 상사 용융물의 대부분이 cavity에 

나포되었으나 0.8 MPa보다 높으면 대부분이 격실에 나포되어 격실을 통과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양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 환형통로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상사 용융물이 cavity와 격실에 나포된 것으로 나타나 cavity 상부의 격실이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환형 통로가 없는 경우 

파손직경이 10 mm인 경우의 상사용융물 방출분율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교한 그립 

3.5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손 직경이 작으면 더 많은 상사 용융물이 cavity에 나포된 

것으로 나타나 환형통로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립 3.52 는 환형통로가 없고 파손칙경이 20mm , 사용 상사 용융물양이 1.5 

kg인 경우의 상사용융물 방출분율과의 비교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사 용융물 양의 증가는 방출분융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심용융물의 고압분출에는 노심용융물 양보다 파손 면척이 더 

많은 영향을미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또한환형통로를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 양은 많게 나타났으나 상부 격실을 통과하여 격납용기 대기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 양은 적 게 나타났다· 

라·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울진 원전의 cavi앙 및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전체 체적올 1120 선형비로 

축소한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노심용융물 고압분출 실험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외팍의 환형통로 면척， 파손 직경， 용융물 질량 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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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50 환형통로가 없는 Zion 캐비티에대한노심용용물 고압분출 실험컬과 
(상사용융물 질량= 1.0kg, 파손직경= 20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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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1 환형통로가없는 Zion 캐비티에서 파손직경 변화에대한노심용융물고압분출 
실험결과(상사용융물 칠량= l.O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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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환형통로가 없는 Zion 캐비티에서 상사용융물질량변화에대한노섬용융물고압분출 
실험 컬과 (파손직 경=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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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압력용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Zion 핀전의 cavity 상부 

격실에 의한 노심용융물 나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심용용물 고압분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91 팍의 환형룡로가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형통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용융물양， 파손연척에 따라 원자로용기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울진 원전의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시 노심용융물은 원자로용기 외팍의 환형 

통로를 통하여 대부분 대기로 방출되었으며， 공기 환기통로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양은 아주 적 게 나타났다· 

• Cavity내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의 실험인자로 원자로용기 파손 직경은 용융물 

방출분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융물 양과 환형 통로 

면적은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형통로 면적의 변화에 따라 방출분융이 큰 차이가 없음은 기존의 수평통로가 

있는 영광 1 ，2호기와 고리 1 ，2호기 cavity 모형 실험결과와 차이가 남으로로 cavity 

모형 차이에 따라 방출 기구 차이를 시사해 준다. 

• Zion 원전의 환형통로가 있는 경우 파손직경이 20 mm이고 원자로용기 압력이 

1.0MPa보다 낮으면 상사용융물의 대부분이 cavity에 나포되었다· 그러나 압력이 

1.0MPa보다높으면약 40%가상부격실에서나포되고， 약 50%가 환형룡로롤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행통로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의 상사 용용물이 cavity 상부의 격실에서 

나포되어 격실이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환형통로가 있는 경우는 이 통로를 통하여 많은 양이 격납용기 대기로 방출되어 

환형통로가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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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on 원전의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는 원자로용기 파손때 용융물양보다 

파손면적이 용융물 방출 특성에 더 큰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실험 연구에서는 용융물로 물을 사용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에 실제 

노심용융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저온용융합금물과 같은 금속용융물을 사용하눈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며 기존에 수행된 실험 결과들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울진 1&2 케비티 실험 연구에서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환형통로 면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실험과， 두 가지로 구분한 파손 직경을 더 세분화해서 그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2. 국내 원전 콘크리트와 용융물간의 반용특성 연구 

가.개요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손상된 핵연료중 상당량이 용융되어 

원자로 용기 하부에 모여 용융풀올 형성하게 된다. 이때 원자로 용기 하부가 파손되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공동 (cavity) 에 떨어지게 되며 콘크리트 바닥면 (basemat) 과 

장시간 반웅한다고 가상된다. 이 현상올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간의 반웅 (Molten 

Core-Concrete lnteraction: MCC I) 이라 한다· 이때 고온의 용융물은 콘크리트 바닥면올 

첨식 (erosion) 시카며 가연성 기체， 비응축성 기체 및 핵분열 생성물율 발생시킨다. 

노심용융물에 의한 원자로 캐비티 콘크리트의 침식에 의한 구조물의 파손과 여러 

총류의 기체 방출에 의한 격납용기 내부압력의 상숭은 결과적으로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 물질을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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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의 이러한 중대사고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노심 

용융물의 온도를 콘크리트의 첨식온도 이하로 냉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냉각수를 

웬자로 공동안에 공굽하여 직접 냉각하는 방법과 웬자로 공동 바깥변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간접적으로 냉각하는 방법이 연구중에 있다· 또한 웬자로 공동 구조물에 

노심용용물이 직접 접촉하는 것율 방지하고 하부에서 냉각을 유도하기 위한 core 

catcher 의 개념도 연구중에 었다· 

MCCI 현상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분야는 콘크리트에서 기체가 방출될 때 

용용풀과 콘크리트 접촉변에서의 열전달 현상 및 콘크리트 침식률， 냉각수가 용융풀 

상부에 주입되었올 때 접촉변에서 막비둥 (film boiling) 을 통반한 열전달 현상， 

용융풀 내부의 피막충 성장 및 이로 인한 냉각률 저하， 용융물내 금속 성분의 

산화작용， 방출기체 및 에어로졸 생성율 둥이다· 특히 고온용융물에 의한 콘크리트의 

침식특성은 콘크리트의 종류에 크게 지배를 받는다· 웬전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지역마다 사용재료가 달라 성질이 다소 차이가 나며 주로 basaltic(BAS), limestone(LS) 

과 limestone common sand (LCS) 콘크리트의 세 종류가 있다· 국내 웬전에서의 MCCI 

현상율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원전용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콘크리트의 첨식을 모사한 후 결과를 

해석하고 현상을 분석 빛 이해하여야만 사고완화를 위한 바랍직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선행 MCCI 현상에 대한 연구경험을 토대로 

국내 원전에서의 MCCI 현상의 해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롤 확보하고， 실험을 통한 

MCCI 현상올모사하여 자료를축적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국내 영광훤전 3， 4호기를 

대상으로 훤자로 공동 구조물의 설계자료를 토대로 콘크리트시편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MCCI 현상을모사하기 위한실험과더불어 콘크리트시편의 강도명가와 

화학적 구성성분의 분석， 밀도， 비열， 열전도도， 열확산도 둥 물성치를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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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운전 중인 국내 여러 원전의 사고해석과 차세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완화를 위 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나. MCCI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노심용융물과 콘크리드와의 반웅 (MCCI) 을 모사하기 위한 

실험올 수행하였다· 실험올 위한 장치는 보호용기， 유도 가열 장치， 반응용기， 

가스공급 및 측정장치， 자료처리장치 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53 은 MCCI 

현상올 모사하기 위한실험장치도를나타낸 것이다. 

보호용기는 유도 가열 차장에 영향이 없는 알루미늄 합금 6061-T6 률 

사용하여 원통형 (0 1240 x H 1500 x t 20 mm) 으로 제작하였으며 주위에 냉각수가 

흐르는 물자킷올 셜치하였다. 용융물과 콘크리드가 반응시 생성가스 포집을 위해 

플랜지 타입의 연결관야 상부에 연결되고 바닥에는 모든 열전대가 통과하는 port 가 

셜치되어 있다. 실험 진행시 반웅용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비디오로 촬영하기 

위하여 반응용기 상판 및 격납용기 상부에 플랜지를사용하여 각각 강화유리 창문 (0 

100 x t 12 mm) 을 격납용기 외부에서 약 60 도 각도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격납용기의 상부에는 실험 중 예상되는 폭발적 반웅시 생생되는 압력상승올 막기 

위해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안전 밸브룰 설치하였고 추후 덤프탱크로의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랜지 (0150 x t 5mm) 를 설치하였다· 

유도코일올 이용한유도 가열 장치는 알루미늄 보호용기 내부에 제작된 유도 

코일과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 (최대용량 50 kW) 및 냉각수 순환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유도코일 내부에는 반웅용기가 설치되고 콘크리트 상부에는 용융상사물이 

있게 된다. 유도가열장치에서의 전기공급량을 조절함으로서 용융상사물의 용융과 

지속가열올 통해 사고시 노섬용융물의 핵반용열 (350W/kg, U02) 을 모사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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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용기는 용융물 및 실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껄계， 제작하였다· 

MCCI 현상에서 콘크리트는 하부와 측면으로의 침식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으로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I차원첨식율 모사하기 위한 실험(MEK2 실험)과 2차원 첨식올 

모사하기 위한 실험(MEK3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들 반웅용기는 다시 

반용시편과 상부보호용기와 두껑으로 이루어져 었다. 상부보호용기와 두껑윤 반웅시 

발생가스의 측정과 분해， 조립올 위해 사용된다. 다음은 각 반용시편에 대한 

셜명이다· 

MEK2실험용 반용시편온 콘크리트의 I차훤 하부침식을 모사하고 

측면으로의 첨식율 방지하기 위해 내화물질로서 원통형 용기를 만들고 내부에 

콘크리트 재료를 양생하여 제작하였다. 1차원 반용시편은 그림 3.5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경이 345 mm, 내갱 200 mm, 두께 72.5 mm, 높이 400mm 의 원통형 알루미나 

용기내에 두께 250 mm의 콘크리트롤 양생하여 제작하였다· 내화물질은 최고 

사용온도가 1815 0C 언 미국 NORTON 사의 MINRO-AL 44 (95.5% AI20 3> 14 mesh- 1.4 

mm) 알루미나 분말을 사용하였다· 원통형 내화물은 대기 중에서 3일간 양생한 후 약 

200 0 C 의 온도에서 약 12시간 정도 구워 강도률 높였다. 반용용기의 콘크리트 바닥과 

알루미나 벽면에눈 용도변화와 열유속 및 침식륨을 측정하기 위해 K 형 (N ickel

ChromiumlNickel-Aluminum) 열전대를 콘크리트에 36개， 알루마나 원통측면에 24개， 

상부두껑에 4개씩 설치하였으며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C 형 (Tungsten-5% 

Rheniumffungsten-26% Rhenium) 열전대 3개와 S 형 (Platinum-l0% Rhodium/Platinum) 

열전대 1개를 콘크리트 하부에 셜치하였다· 실험시편의 구조와 각 열전대의 셜치 

위 치는 그림 3.54, 그림 3.55, 표3.10 에서 각각 보여주고 있다. 

MEK3 실험용 반용시편은 하부와 측면으로의 침식을 동시에 모사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만으로 시편올 제작하였다· 그림 3.56 올 MEK3 실험용 반웅시편의 

구조톨 나타낸 것으로 외경 345 mm, 내경 150 mm, 측면두께 97.5 mm, 높이 400 mm, 

하부두께 200mm 이다. 반웅용기의 콘크리트 바닥과 벽면에는 온도변화와 열유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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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4 MEK2실험용 반웅시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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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5 MEK2 실험 용 반용시 편의 열 전 대 셜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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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MEK2실험용반용시편의열전대셜치뀌치 

No Name T/C Type r(mm) 9(0) z(mm) 비고 

CC1 C 50 180 2.5 
2 CC2 C 50 270 -30 
3 CC3 C 50 180 녁62.5 

4 CS4 S 50 270 -90 

5 CK1 K o o 충앙 
6 CK2 K o o -12 
7 CK3 K o o -21.5 
8 CK4 K o o -30.5 
9 CK5 K o o -41 
10 CK6 K o o -50 
11 CK7 K o o 경O 

12 CK8 K o o -70 
13 CK9 K o o -80.5 
14 CK10 K o o -90 
15 CK11 K o o -100 
16 CK12 K o o -120 
17 CK13 K o o -139 
18 CK14 K o o -158.5 
19 CK15 K o o -200 
20 CK16 K o o -243 
21 CK17 K 50 o -2 반경충앙 
22 CK18 K 50 o -12 
23 CK19 K 50 o -30 
24 CK20 K 50 o -48 
25 CK21 K 50 o -70 
26 CK22 K 50 o -90 
27 CK23 K 50 o -109 
28 CK24 K 50 o -128.5 
29 CK25 K 50 o -149 
30 CK26 K 50 o -238.5 
31 CK27 K 85 180 -2.5 측면 
32 CK28 K 85 180 -21 
33 CK29 K 85 180 -41.5 
34 CK30 K 85 180 -61 
35 CK31 K 85 180 -81 
36 CK32 K 85 180 -101 
37 CK33 K 85 180 -121 
38 CK34 K 85 180 -141 
39 CK35 K 85 180 -161 
40 CK36 K 85 18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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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MEK2실험용반용시면의열전대셜치위치(계속) 

MEK2 Name Type t(mm) 8 z(mm) 비고 

41 SK1 K o 50 AI203 
42 SK2 K 10 o 50 
43 SK3 K 20 o 50 
44 SK4 K 30 o 50 
45 SK5 K 70 0 50 
46 SK6 K 2 0 0 
47 SK7 K 10 0 0 
48 SK8 K 20 0 0 
49 SK9 K 30 o o 
50 SK10 K 70 o 0 
51 SK11 K 2 o -100 
52 SK12 K 10 o -100 
53 SK13 K 20 o -100 
54 SK14 K 30 o -100 
55 SK15 K 70 o -100 
56 SK16 K 10 180 20 
57 SK17 K 20 180 20 
58 SK18 K 30 180 20 
59 SK19 K 10 180 -50 
60 SK20 K 20 180 -50 
61 SK21 K 30 180 -50 
62 SK22 K 10 180 -150 
63 SK23 K 20 180 -150 
64 SK24 K 30 180 -150 
65 UK1 K 0 
66 UK2 K 10 
67 UK3 K 20 
68 UK4 K 80 
69 GK1 K 10 EXIT 
70 SS1 K o 
71 SS2 K 10 
72 SS3 K 10 
73 GK2 K SAMPLE 
74 WK1 K IN 
75 WK2 K OUT 
76 PT 0-5VDC EXIT 
77 FM1 0-5VDC ARGON 
78 FM2 0-5VDC OUTGAS 

-198-



UPPER 
......J.- CRUCIBLE 

|: L 보 3§5 팩 j 

그림 3.56 MEK3 실험용 반웅시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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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훌율 측정하기 위해 K 형 열전대를 콘크리트에 20개， 알루미나 원통 측면에 23개， 

상부두껑에 2개씩 각각 셜치하였으며 용융물의 용도롤 측정하기 위해 C 형 열전대 

2개와 s 형 열전대 2개를 콘크리트 하부에 설치하였다· 각 열전대의 설치위치는 그림 

3.57 에서 보는바와 같다. 

기체공급 및 측청장치 부분은 금속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반용시 수중기 

(H10), H2' CO, CO2 둥의 가스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가스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 기체공급장치는 MCCI 시 반웅용기 공간에 폰재한 공기에 의해 용융물이 

산화되며 이를 방지하기 휘해 외부에서 비용축성가스인 아르곤 {Aη 가스롤 일정량 

공급하는 장치이다. 반웅시 발생된 가스들은 반웅용기 상부의 배출구를 통해 나오며 

이들 생성 기체들융 일정 시간간격으로 포집한 후 가스 분석기 (Gas Chromatograph) 

를 이용하여 생성 기체의 종류 및 상대적인 양올 측정한다· 가스공급과 배출량올 

측정하기 위하여 각 배관에 유량계를 셜치하였다· 아르곤가스의 유량측정올 위한 

장치 는 OMEGA 사의 FMA875-V Mass flow meter로서 정 확도가 :t 2 % F/S, 반웅도가 

1.2 second, 유량범위가 0- 200 SLPM 이다· 반웅가스의 배출유량올 측정하기 위한 

장치 는 SIERRA 사의 780-Mass flow meter로서 정 확도가 土 5 % F/S, 유량범 위 가 0-400 

SLPM, 최 고사용온도가 230 0 C 이 다· 

자료처리장치는 실험장치에 부착된 여러 계측기들에서 나오는 온도， 유량， 

압력 풍의 신호를 PC 와 Hardware 로 구성원 자료처리 장치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장치이다. 자료처리용 H때ware 는 FLUKE 사의 22858-Data logger로서 100 채널 

용량으로 초당 16 개의 데이타 처리속도와 0.52 - 1.3 oC 의 열전대 정밀도를 가지는 

것이다. 데이타 로그는 윈도우상에서 손쉽게 데이타를 처리할 수 있도록 "Visual 

8asi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동하며 측정한 데이타는 MS Excel 화면에 나타나며 

저장할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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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시편의 제작 및 강도 명가 

원전의 격납건물은 ASME Section 111 의 셜계기준에 따라 시공되며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합기준은 CC-2230[3.50] 에 명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광 원전 3， 4호기의 건셜에 사용된 배합셜계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사용된 시멘트， 

모래， 자갈 및 혼화재 풍의 콘크리트 재료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표 3.11 은 

영광원전 3, 4호기의 원자로 공동 구조물의 건셜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배합비를 

나타낸 것이다· 시편의 제작과 강도시험은 쌍용중앙연구소의 협조로 콘크리트 

연구실에서 수행하였다. 원전 건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시편을 얻기 위하여 

반웅시편과 함께 셜계기준강도 평가를 위한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KS F 2403[3.51] 에 

따라 제작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은 KS F 2405[3.52] 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시편이 셜계기준강도를 만족하게 되면 제착한 공시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밀도， 비열， 열전도도， 열확산도둥의 물성치를측정하였다. 

콘크리트 시편 제작올 위해 먼저 원전 공사현장의 기초굴착공사에서 나온 

골재를 이용하여 얻은 19 mm 자갈을 표면에 이물질율 제거하고 포화합수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로 씻어낸 후 바닥에 펼쳐 다음날 타껄할 때까지 대기중에서 

건조하였다· 콘크리트의 배합셜계기준이 표면건조상태의 자갈올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자갈을 반g시 표면건조상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함수률이 기준에 

벗어날 경우에는 배합비에서 물의 양율 조절하여 배합 셜계기준에 만족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모래는 섬진강유역인 남원군 호방리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표면이 

촉촉한 상태에서 타셜에 사용하였다. 먼저 배합기준에 따라 모래와 자갈을 믹서에 

넣어 섞은 후 시멘트를 넣어 섞는다. 이후 충분한 혼합상태에서 물과 갑수제， 

공기연행제를 넣어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충분한 혼합후 미리 준비한 공시체 제작용 

몰더(지름 10 cm, 높이 20 cm} 에 타셜하였다· 타셜시 다짐율 위해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KS F2403 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몰더 높이의 2/3가량올 I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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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뼈 영광 3，여호71 원자로공동구조물빽콘크래트뼈랩뼈· 

| 

N。
닝
 
| 

EIHO 껴IEK2 (wt%) 

Com맹ression Stren방1 5500 PSI (387 kg/cm:l) 

Water/Cement 42% 42% -

Sand/ Aggregate 46% 45.9% -

Water 285 LB 169.1 kg 7.6 

Cement, type V 678LB 402.2 kg 18.1 

Sand(남원군호방리) 1275 LB 756 .3 kg 34.1 

Aggregate, 19 mm 1505 LB 893 kg 40.2 

Water Reducing Agent 923 ml 1207 ml -

Air Entraining Agent 16 mJ 21 mJ -
Slump - 12.5 cm -

Air Containing 5.2% - -

Date 1989.11.30 1997.3.21 -



채훈다옴 진동기로 다진후 나머지를 채우고 윗면율 흙칼로 처리하였다. 1 회 제작한 

콘크리트로 MEK2 시편과 공시체 15개를 만들고 다시 배합한 콘크리트로 MEK3 

시편율 제작하였다. 반용시편 및 몰더에 콘크리트롤 채운 후 망치로 옆면을 가볍게 

두드려 공기구멍을 최소화 하였다· 콘크리트의 타껄후 온도 20 0C， 습도 50% 이상의 

건조실에셔 24시간동안 양생하여 경화시킨 다음 공시체의 몰더를 분해하고 

양생실에서 양생을 시작하였다. 양생은 공시체의 경우 수중양생을 하였고， 

반용시편의 경우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생포로 감싼 후 비닐로 포장하여 

양생하였다.24시간이 지난후 양생포 내부의 온도는 약 19 0 C, 습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평 균온도는 18土3 0C， 평 균 습도는 90土5% 를 유지 하였 다· 

영광원전 3, 4호기의 원자로공동에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현황에 따른 

셜계강도는 5500 psi(386 kgfl'cm2)로 나타나 었다· 따라서 MCCl 실험 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는 제작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9일， 28일， 60일， 90일의 

양생기간별로 나누어 평가합으로서 이를 확인하였다. 각 날짜별로 3개의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를 시험하였으며， 표 3.12 와 그림 3.58 은 각 양생기간별 콘크리트의 

강도변화롤 나타낸 것이다[3.53). 28일간의 양생후 설계강도를 만축하는 것올 알 수 

있으며 28일 이후부터는 강도향상이 둔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CCI 실험올 위한 

반용시편의 양생은 90일 정도로 하고 이후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라. 콘크리 트의 화학성 분 

MCCI 현상이나 용융물의 냉각성 연구에서 콘크리트 타입은 중요한 

변수이 다. 콘크리 트 종류는 "basaltic aggregate concrete(BAS)", "limestone aggregate 

common sand concrete(LCS)"와 "generic southeastem United S찌，tes concrete(CRBR) " 로 

구환된다. 이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재료의 화학적 구성성분에 따라 구분이 되며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화학성분상 미국 basaltic콘크리트와 비슷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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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3.12 MEKl실험용론크리트시현의양생기간벌압혹강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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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548 380. 38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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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58 콘크리트의 양생기간별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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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가 었다. MCCI 현상에서 CO2 함량이 많은 LCS 는CO 가스가 많이 생성될 

것이며 CaO 와 Si02 함량의 차이는 화학적 분해 과정에서 슬래그가 거동하는 형상이 

다률 것으로 기대된다· 콘크리트 성분윤 CaCO] 나 Ca(OH)2 로 표현하거나 생성물인 

CaO, CO2, H20 CHEM(화학적으로 bound water)로 표시된다. 미국 몇몇 발전소에서 

쓰인 limestone 콘크리트는 미국 또는 해외 발전소에서 쓰인 silicious 

콘크리트(BAS)보다 CO2함량이 매우 많다· 또한 Iimestone 콘크리트의 침식 엔탈피가 

silicious 콘크리트보다 20 % 높다. 대부분의 미국 발전소 basemat 에 쓰인 LCS 

콘크리트는 기채 발생율과 침식 엔탈피가 limestone 과 silicious 콘크리트 중간값을 

갖는다. limestone 혹은 LCS 콘크리트로부터 발생된 기체는 용융물을 혼합시키고 

상부표면의 냉각수로 열전달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limestone 콘크리트는 다론 

콘크리트에 비해 상부로의 열전달올 비례적으로 중가시키고 이 콘크리트의 액화 

온도가 높으므로 초기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BAS 

콘크리트는 용융물의 많은 열이 상부로 빠져나가기 보단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진행하고 침식 엔탈피도 더 작아 콘크리트 첨식률은 더 크게 나타난다. LCS 

콘크리트의 침식률이 LS 와 BAS 콘크리트 침식률 사이가 될거라고 추정된다. BAS 와 

LCS 콘크리트의 주요 차이점은 CaO, Si02, CO2함량이다. BAS 가 LCS 보다 Si02 

함량이 약 1.5 배 많고 LCS 가 BAS 보다 CaO 가 3.5 배， C02가 14 배 많게 나타난다· 

국내 원전에서의 MCCI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실험특성과 함께 

론크리트의 특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셜계기준강도률 

만족하여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콘크리트 시편의 화학성분올 분석하였다· 표 

3.13은 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성분과 함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영광웬전 3， 4호기 반웅시편의 화학성분을 비교한 것이다[3.54J. 영광 웬전 3， 4호기용 

콘크리트의 화학성분은 BAS 에 비해 Si02 의 양은 비슷하지만 CaO 와 CO2 성분이 

2배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 원전에서 MCCl 반용시에는 이들 론크리트의 

화학척 분해과정은 BAS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지만 가스 생성량의 증가로 상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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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원전용 론크뼈트의 확핵성분(wt 010)[3.54,2,67]. 

Concrete t영흉 울진 월성 뼈앓a뼈c Limestone Limestone 
ty함e 3&4 3&4 2，3&빼 commen 앓뼈 

Composition 

Si02 흉흉，7웠 54.90 59.90 64.43 63.68 58.8 54.84 35.80 3.60 
.:‘‘ ‘ ... ‘. 

CaO 1ft짧 16.90 11.80 10.]2 12.7 14.8 8.82 31 .30 45 .40 

AI203 〔효 i흥3훌앙웅 11.80 11.00 11.1 7 10.28 10.1 8.32 3.60 1.60 

K20 2.44 2.20 2.42 2.46 2.21 5.39 1.22 0.68 

Na20 쳤;繼j 1.39 1.47 1.89 2.33 2.33 1.80 0.082 0.078 

MgO+MnO+TiO Iγl> l 2.50 1.36 1.85 1.07 1.3 7.21 0.69 5.80 

2 

Fe203 껑，6앓 4.1 0 4.70 3.77 1.99 2 .3 6.26 1.44 1.20 
ι 

Cr203 (lO~í 0.02 0.024 0 0 0.01 0.00 0.014 0.004 

뻐20 7.23 3.00 5.83 4.82 5.3 5.8 5.86 4.70 5.94 

CÛ2 짧;양흉 3.00 1.82 1.9 2.7 1.8 1.50 21.154 35.698 

Total X쨌했;양빼1 ]00.05 100.104 102.37 102.51 99.45 100 100 10。

분석일자 97.6.30 93.6.7 94.12.1 6 94.12.2 95.5.24 95.6.17 1979~]993 

분석기관 쌍용중앙연구소 대림산업대덕연구소 쌍용연 SN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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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을 중가시켜 챔식률이 감소할것으로 예혹된다· 실험에 앞서 이를 검정하기 

위해 CORCON 코드률 이용하여 MEK2 실험에 대한 예비계산율 수행하였다. 

예비계산에서 사용된 용융물파 시편 풍의 조건윤 동일하며 콘크리트의 총류만을 

변화시켜 계산하였다. 그림 3.59 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영광 원전 3,4 호기의 

콘크리트의 화학생분과 기폰의 basalt 콘크리트의 화학성분율 입 력자료로 하여 MCCI 

시 콘크리트 종류에 따른 가스 발생량율 비교한 것이다. 계산온 중대사고 

중합해석코드인 MELCOR 코드내의 CORCON-MOD3 률 이용하였다. CORCON 

코드에서 계산할 수 있는 콘크리트의 총류는 전체 화학성분율 포함한 기준콘크리트 

(CORCON 1, 2, 3, 4), 이률 단순화한 것 (BASALT, LIMESTONElCS, C뻐R)， 사용자가 

입 력할 수 있도록 한 것 (CONTYP) 으로 구분된다· 기준 콘크리트는 basaltic aggregate 

concrete, limestone aggregate/common sand concrete, generic SE United States concret 

그리고 Savannah River site concrete 를 각각 나타내며， BASALT 는 basaltic concrete, 

LlMESTONElCS 는 limestone/common sand concrete. CRBR BAS 는 Clinch River breeder 

reactor concrete 를 나타내는 것이다. CORCON 1 과 BAS 콘크리트간의 가스 발생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에 비해 영광 원전 3, 4호기용 

콘크리트에서의 총 발생가스량은 약 2배 정도로 많이 나타남율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을통해 MCCI 반용시 생성되는 가스의 양과상대척 비율을 검정하고 침식륙성을 

실험옳 룡해 확인하고자 한다. 

마·콘크리트의물성치 

본 연구에서는 실험시편과 함께 제작한 측정시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물성치를 측정하였다. 콘크리트는 구성성분에 따라 물성치가 다르게 나타나며 

구성성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럽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내 

콘크리트에서의 MCCI 현상율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에서 얻은 자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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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편의 열적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물성치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노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손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온에 노출후 중량손실과 

강도변화에 대한 연구[3.55]는 수행되었으나，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물성치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미리 제작한물성측정 시편을이용하여 영광원전용콘크리트에 대한밀도，열전도도， 

열확산도 , 비열을 측정하였다· 물성치의 측정은 한국표준연구소의 협조로 온도실에 

껄치된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콘크리트의 구성특성상 여러 물성치들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된다· 따라서 상온에서부터 측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온도를 상송하면서 물성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물성측정 온도의 선정은 

콘크리트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고온 노출시에 발생하는 수분의 

증발과 여러 화학 성분들의 분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구성성분 중 H20 

성분은 자유수와 결합수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100 oC 와 500 0 C 

정도에서 증발과 분해가 이루어 지며， 750 - 900 oC 정도에는 포틀랜타 분해 (Ca(OH)2 

‘ >CaO+ C02) 와 C-S-H 상의 분해 둥의 화학적반웅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100 oC 이상의 고온에서의 콘크리트는 상변화를 동반하며 고체에서 

액체상태로 분해가 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온과 500 oC , 700 oC, 900 

。C， 1100 OC 로 온도롤 변화하면서 물성치를 측정하였다· 다음은 각 물성치에 대한 

측정방법과그 결과를 기술하였다[3.56-3.6이. 

먼저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밀도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약 50 mm3 

(50 x 50 x 50)의 크기인 3개의 밀도측정 시편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밀도는 

겉보기밀도 (Bulk density) 로서 상온에서 측정한 후 고온에서의 밀도는 전기로 내부의 

온도상승올 1.67 oC/min 으로 하여 500 oC, 700 oC, 900 oC, 1100 oC 에 도달한 후 

상온으로 서서히 식혀서 상온에서 Bulk 밀도를 측정하였다· 표 3.14 와 그립 3.60 은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드의 밀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3.56-3.58].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유수， 결합수， Ca(OH)2, CO2 등의 화학성분의 분해로 중량감소가 일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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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크의 밀도변화[2.56，2.67，3.56，3.57] • 

T‘empe밍rature Bulk density(kgIm-')[3.56] 

(OC) A B C Mean s앉ta뻐R뼈da벼 

deviation 

20 2246.40 2253.82 2257.12 2252.43 5.49 

500 2099.46 2105.77 2109.69 2104.97 5.16 

700 2072.85 2078.11 2082.17 2077.71 4.67 

900 2054 .39 2056.98 2060.94 2057.44 3.30 

1100 2048.84 2050.17 2054 .45 2051.15 2.29 

Basaltic 2260 [2.56], 2340 [2.67] 

LCS 2340 [2.56], 2340 [2.67] 

Limestone 2400 [2.56], 2340 [2.67] 

Building 2100 [3 .57]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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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0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밀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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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감소하는 것율 알 수 있다· 또한 IIOOOC 온도롤 가한 후 시료에는 부분적으로 

균 열(crack)이 발생하였 다. 

열전도도， 열확산도， 비열의 측정은 직경 IOOmm, 높이 200mm 인 원통형 

시료훌 이용하여 측정면이 100mm x 200mm 이 되도쪽 가공하여 측정하였다. 

열전도도의 측정온 국제규격인 ISO 8894-2[3.61] 에 따라 열선법 (Hot-wire method) 율 

이용하였다· 열선법에 의한 측정이론은 Carslaw 없ld Jaeger[3.62] 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으며 국제 규격 ISO 8894-2 에 명시 되어 있는 열전도도 식은 다음과 같다. 

” 꽉뚫〕 
x = Jgg x A6Vtj (3 .36) 

여기서 κ 는 열전도도， V 는 전압 (V), I 는 전류 (A), l 은 전압을 측정하는 

열션 양단의 길이 (m), !lO(t) 는 시간 t 동안의 온도차 (K), t 는 열선에 전류가 

공급되는 시작과 끝 사이의 시간 (5), r 은 열션과 열전대 사이의 거리 (m), a 는 

_f -r 2 ì f"e-udu 
열확산도 (m‘ /5), - E다때 는 i다」 의 지수적분율 각각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lO(2t) ^ _,_, _, ~ _ ,_, _ ., _, ~(-r2ì 
열선의 온도변화에서 ∞--- 을 결정한 후 주어지 표에서 - E1l …~I 을 계산할 수 !lO(t) "'- "'- 0 '-'- 1 I'-'- .LL- '1 1 --\..4at) 

었으며， 여기서 열선에서 발생한 열의 정확한 양과 그 때의 시간에 따론 열션의 

온도변화， 열선과 열전대의 거리로 부터 열전도도와 열확산도를 측정할 수 었다· 또한 

미리 측정한밀도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식을통해 비열율 계산할수 있다· 

X 
’ 

따
 

--nr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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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법에 의한 측정장치는 ISO 8894-2[3.61] 에 명시한 것과 같이 열선에 열융 

공급하기 위한 정전력장치， 열선의 온도와 전류， 전압율 측정하는 측정장치 및 

데이터룰 수집 분석하는 컴퓨터 그리고 시편의 분위기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및 전기로 풍의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었다. 열선에 공급되는 

전력공급장치로서 일반적으로 교류나 직류의 정천력장치롤 사용하는데 열선의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값을 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정전력장치의 출력올 직류로 

사용할 경우는 천기적인 잡음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지만 열전대의 기전력을 

얽기 위한 천압계의 오프옛 때문에 전류의 방향올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바꾸어 

주면서 측정하여 명균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용 때문에 교류 정전력장치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때에는 교류출력 파형이 왜곡없이 정현파이여야 하며 초기 

출력시 댐명 현상이 없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천력공급장치로서 I 뻐Z 의 교류 

정전류원을 사용하였는데 전압은 0-35 V, 전류는 최대 6 A 로서 가변형이다· 

측챙기는 열선에 가해지는 전압과 열전대의 기전력 측정을 위하여 두대의 전압계를 

사용하였는데 열선의 천압측정은 100 nV 의 분해능을 가진 HP3478A 를 사용하였고， 

열전대의 기 전력 측정은 10 nV 의 분해능을 가진 HP3458A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기로의 온도 촉챙을 위하여 천기적으로 작동되는 영점 (lce point reference) 장치 

퉁이 이들 천압계와 함께 컴퓨터와 GP1B를 통해 연결하여 신호를 처리하였다. 

시료의 온도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사용된 열전대는 직경이 0.3 mm 인 R 형 

(PI하inum-13% Rhodium IPlatinum) 이며， 열션은 칙경이 0.3 mm, 20 oc 에서 비저항이 

2.66 nlm 인 백금선 (Pt-13%Rh) 을 사용하였다· 전기 로의 내부 크기 는 370 x 270 x 215 

mm 로서 상단에서 시편을 장착하며 시편의 형태에 따라 접촉율 좋게 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1 - 10 kg 의 무게률사용할수 있게 되어 었다· 전기로의 분위기 온도측정과 

조절올 위하여 직경이 0.5mm 인 R 형 열전대를 사용하였고， 발열체는 silicon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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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면에 4개씩 양면으로 8개를 사용하였으며， 최고 사용온도는 1400 0 C 이며 PID 

로제어된다. 

열선법에 의한 열전도도의 측정방법은 전기로 내부에 하부시편을 놓고 

시편위에 열선과 열전대를 15 土 1 mm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한 후 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의 시편으로 누른 상태에서 열션과 시편의 접촉상태가 좋아지도록 적절한 

무게로 누른다. 열선과 열전대의 설치가 끝나면 열선에 교류 정전류를 흘리면서 

동시에 열선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열전대의 기전력을 전압계와 함께 

GPIB 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시간 스케일과 함께 읽는다. 일단 취해진 열전대의 

기전력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 온도로 환산된다. 여기서 전기로 내부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측정온도가 안정하여야 하며 만약 전기로의 분위기 온도가 증가할 때 흑정하면 

열전도도가 낮아지며 반대로 감소 할때 측정하면 열전도도가 높게 측정되어진다. 

따라서 전기로의 온도안정도가 0.5 oC/ 15 min 이내로 되었을 때 3회 측정하여 

명균값을 구하였다. 이 러한 조건과 같이 하여 전기로의 온도상숭을 1.67 Klmin 으로 

하여 온도률 각각 500 oC, 700 oC, 900 oC, 1100 oC 으로 설 정 한 후 시 료의 분위 기 

온도가 안정되었율 때 각 온도에서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 3.15 와 그립 3.61 , 3.62, 3.63 은 콘크리트 측정 시료의 온도에 대한 물성치 

측정 결과흘 나타낸 것이다[3 .56). 일반적으로 고온에서의 물성치 자료의 정확도가 10 

%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물성치들의 불확실도는 土 10 % 

이내이다· 열전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 감소함을 보이다가 900 oC 를 

지나면서 1100 oC 에서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확산도는 500 0 C 까지는 

감소하다 1100 oC까지 거의 비슷한 측정값올 보이고 었다· 비열은 상온에서부터 

온도에 따라 비 례 하여 증가하다가 500 oC, 700 oC 울 지 나면서 감소하고 있으며 1100 

。C 에서는 급격하게 상숭하고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온도가 1I 00 oC 정도가 되면 

화학분혜를 통해 고상이 변화하여 액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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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콘크리트의 온끊변확얘 따른 열물생 [2.56，3.56，3.57]. 

Temperature Conductivity Diffusivity Specific Heat 
(W/mK) (x 106 m2/s) (JIkgK) 

(K) Mean S.D Mean S.D Mean S.D 
293 2.194 0.032 0.8824 0.0243 1104 15 

773 1.283 0.018 0.4505 0.0099 1354 27 

793 1.136 0.031 0.4031 0.0185 1357 25 

1173 1.027 0.026 0.4170 0.0241 1199 62 

1373 1.332 0.012 0.4423 0.0042 1468 3 

Basaltic 
LCS -α 0012 T +2.4 [2.56] 132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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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콘크리트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전도도 

-215-



륙擊;，..，.，. 'V，GN.!3&혹 Concret& 

1.00 

0.80 

0.60 

0.40 

m
‘
아
흩
 @
@
용X
.률
를
캘
꿇
찮
톨
흩
훌μ「
 

1200 1α)() 400 600 얹m 

Temperature, oc 
200 

0.20 
o 

그림 3.62 콘크리트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확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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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론크리트의 용도변화에 따른 비열 

-216-



끝낸 시편율 살펴본 결과 초기에 분리되어 있던 상， 하의 두시편이 서로 불어 있는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바.MEK2실험 진행과정 

본 실험에서는 국내 영광 원전 3， 4호기를 대상으로 캐비티용 콘크리트의 

고온용융물과의 반웅특성올 모사하였다· 콘크리트시편은 l 차원 첨식과 2차원 첨식을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 제작하여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l차원첨식 모사 

실험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1 차원 MEK2 실험은 반웅시면 내부에 

용융상사물로서 stainless steel(SUS) 304 를 넣 어 외 부의 유도코일로 열을 가함으로서 

용융풀율 만들고 실제사고에서의 핵반융열을 모사하는 실험이다. 그림 3.64 는 

유도코일 내부에 콘크리트 반웅시편올 설치， 조립하고 내부에 20 kg 의 SUS 304 롤 

셜치한모양올보여주고있다. 

콘크리트의 침식은 용용물의 온도에 가장 영향율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용융물의 온도를 각각 1800 K, 2000 K, 1600 K 의 

세단계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초기에 용융풀을 만들기까지는 

유도로의 출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콘크리트의 침식온도에 가까이 가면셔부터 시편의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에 대비 한다· 용용풀의 온도가 1800 K 에 도달하면 미 리 계산된 

핵반웅열 (350W/kg, U02) 에 해당되는 전원을 가하여 첨식률올 흑정한다· 용융 

모사물의 온도는 C 형 열전대로 흑정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는 내부에 셜치된 K 형 

열전대로 측정한다. 용용모사물의 온도상숭으로 인해 변화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자료처리장치에서 표시 및 저장되며， 콘크리트의 침식롤은 시면내부에 셜치된 K 형 

열전대의 온도로서 판단한다. 다시 전원을 올려 용융물의 온도가 2000 K 가 되면 

첨식플의 변화를 다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용융물의 온도를 1600 K 로 내려 

첨식롤의 변화를 측정한 다음 실험올 마친다. 유도가열 중 용융몰 모사물인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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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화와 발생되는 수소가스 퉁의 폭발성가스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해 회석용으로 

아르곤가스를 일정량 주입하면서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첨식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양과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준비된 채취백율 이용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가스를 채취한다. 채취한 반응가스는 빠른시간내에 구성성분에 대한 

화학분석올한다· 

사.MEK2 실험 결과 

MEK2 실험은 유도로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핵반웅열을 모사하며 

지속가열올 통해 고온용융물에 의한 콘크리트의 장기침식을 모사하는 실험이다. 

실험은 대형 알루미늄 격납용기 내에서 수행하였으며 국내 원전용 콘크리트 시편의 

l차원 하부 침식특성을 알아보고 침식시에 발생되는 가스의 양과 각 가스들의 

구성성분들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실험이다· 하지만 유도가열로의 용량부족으로 

인해 SUS 304 를 용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장기침식을 모사하는데는 

실때하였다· 하지만 고온상태의 SUS 304 로 인해 하부 콘크리트가 불규칙하게 

분해되어 침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은그 결과들올 설명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용융상사물인 SUS 304 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C 형 

열전대 3개와 S 형 열전대 l 개를 콘크리트 시편에 설치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온도변화와 침식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부 방향으로 K 형 열전대가 일정간격으로 

셜치되어 있다· 그림 3.65 는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C-type 열전대의 

온도변화를 보여 준다. 유도로의 전원공급이 시작된지 약 5시간 40분정도가 지난후 

SUS 304 가 녹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최고 측정온도는 1501 oC 이다· 

콘크리트상부의 용융모사물은 1398 ‘ 1 0 C 까지 온도가상숭하다 113 1.1 oC 까지 하강한 

후다시 1364.8 0C 로상승하며 마지막에 150 1.5 0C 이 최고온도툴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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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에서 그림 3.77 까지는 콘크리트 하부에 셜치한 열천대의 온도 

변화률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하부 콘크리트는 용융 모사물이 녹아 용융풀율 

형성하기 전에 이미 첨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율 알 수 있다· 또한 MEK2 실험율 

룡하여 열전대의 온도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침식온도와 고화， 액화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율 수 있다· 콘크리트 하부에 셜치한 K 형 열전대가 파손될 때까지 

륙정한 온도는 101 1.4 - 1277.3 oC 였으며， 파손후 다시 흑정된 온도의 최고치는 1262 -

1350 0 C 로 나타났다. 표 3.16 은 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한 물성 치롤 

비교한 것이다[3.56-3.60]. MEK2 콘크리트시편의 성분과 유사한 BasaJtic 콘크리트의 

경우 고화온도가 1077 oC, 액화온도가 1377 oC, 첨식온도가 1177 oC 로 알려져 있다. 

MEK2 실험에 사용된 국내 원전용 콘크리트성분은 Basaltic 콘크리트에 비해 H20 , 

CaO, CO2 성분이 많으므로 이들의 분해과정에서 콘크리트의 고체상태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상변화온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원전에서의 MCCl 

현상율 이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콘크리트의 상변화온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추후실험결과의 해석과함께 수행해야할과제이다. 

그립 3.76 은 실험 후 콘크리트의 침식단면율 나타낸 것이고， 그립 3.77 온 

콘크리트 상부에 있던 SUS 304 의 바닥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약간의 SUS 304 가 

용융되어 바닥의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심한 첨식이 일어났으며， 용용물이 아닌 

고온 SUS304 에 의해서도 콘크리트가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반웅시편의 단면은 침식으로 인해 매우 불규칙한 모양올 나타내고 있으며， 침식량온 

9-25 mm 정도로 SUS 304 와의 접촉상태에 따라다르게나타났다· 최대침식 깊이는 

25 mm 로 나타났다. 침식면을 상세히 살펴보면 콘크리트의 분해과정에서 내부에 

기공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침식과정에서 콘크리트의 구성성분에 

따라 분해되는 시간이 각각 달라 일찍 분해가 이루어진 공간에서 기공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골재성분은 분해되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려 

첨식면에서 돌출되어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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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5 용융물사물- SUS304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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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6 MEK2 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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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7 MEK2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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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MEK2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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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9 MEK2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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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70 MEK2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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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71 MEK2 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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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MEK2 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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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73 MEK2 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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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74 MEK2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온도변화(CH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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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75 MEK2실험에서의 콘크리트내부에서의 용도변화(CH 28) 

표 3.16 원전에 사용되는콘크리트의 열물성 비교도표[2.56-57 ，2.67 ，3.58-59] 

잃삶면띈二 Basaltic Limestone Limestone 
commonsand 

Density 2260 (2.56] 2340 [2.56,2.61) 2400 [2.56) 

p (kglm') 2340[2.61] 2340 [2.61) 

Solidus temperature 1350 [2.61] 1393 [3 쩌 1495 [3S8) 

Ts(K) 
Ablation temperature 1450[2.61) 1500 (261) 1750 [2.61) 

T.(K) 
Liquidus temperature 1650 [261) 1568 [3.58) 2577 [3.58) 

TL(K) 
Latent beat of fusion ι55E6 [2.56] α5E6 [2.56) α 76E6 [2.56) 

h" (Jlkg) α5-0.6E6 [3.59) α56E6 [2.51) α5-0.9E6 [3.59) 

Tbermal condudivity -α0012T+2.4 [2.5끼 

k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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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

그림 3.76 MEK2 실험후 콘크리트의 침식단면 모양 

그립 3.77 MEK2실험후 SUS 304의 하부단면 모양 

-227-

뚫 
講



표 3.17 은 MEK2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의 성분을 시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생생가스는 가스유량계를 지난 후 8 mm 배관율 통해 일정시간 동안 

채취하였다·분석결과 C01 가스가 CO 가스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으며，수소가스 (H1) 

의 경우 초기침식과정에서 발생량이 증가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CORCON 코드를 이용한 예비계산에서는 CO 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그림 3.59 참고] 실험에서의 이와같은 결과는 용융물이 풀을 

형성하지 봇하고 고체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배출과정의 가스간의 상호반응이 

작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만약 용융풀올 통해 가스가 배출되었다면 수중기 

(H10) 및 CO2 성 분은 화학반용 (Fe + H20 융 FeO + Hl, Fe + C01 용 FeO + CO) 을 거 쳐 

H2 와 CO 의 발생이 증가하여 가스의 성분비가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측할수 있다. 

가스의 성분 중 산소와 질소의 양이 많이 나온 것은 채취배관이 출구에 가까이 있어 

외부의 공기가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 풍료후 장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배출관에서 약 1.5리터의 응축수가 나왔으며 이는 발생된 수중기가 웅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 성분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시편중 약 7%의 H20 성분이 

반웅시에 배출될 경우 응축수의 양은 약 2리터 정도로 계산된다. 

아·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광원전 3, 4호기에 사용된 캐비티 콘크리트와 

고온용융불과의 반웅특성올 실험으로 평가하였다. MCCI 현상올 모사하는 실험과 

함께 콘크리트시편에 대한 강도명가와 밀도， 비열， 열전도도， 열확산도 풍의 물성치를 

측정하였고， 콘크리트의 구성성분에 대한 화학분석도 수행하였다. 유도가열로를 

이용한 l차원 장기침식올 모사하기 위한 MEK2 실험에서는 유도로의 전원부족으로 

용융풀을 형성하지 봇하여 장기침식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고본 SUS 304 에 의한 

론크리트의 첨식올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후 분해한 콘크리트 반웅시편의 단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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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MEKl실험에셔 채취한발생가스의성붙별 붙포(vol %) 

구분 시간(min) H2 co CO2 O2 N2 

32 0.02 0 0 63.3 29.4 

2 80 0.04 o 0.4 63.2 28.9 

3 100 0.33 0.5 4 16.2 57.6 

4 173 1.49 0.7 8.7 6.2 58.8 

5 195 1.03 0.4 6.5 7.2 61.9 

6 204 0.55 0.2 5.7 7.1 57.8 

7 214 0.75 0.2 6.8 5.7 60.6 

8 224 2.64 0.4 6.6 7.5 60.8 

9 234 0.6 0.2 5.5 6.3 62.3 

10 244 0.68 o 5‘ 1 6.8 61 ‘ 7 

11 254 0.66 0.1 4.6 7.6 62.9 

12 264 0.04 o 4.2 8.3 63.9 

13 275 0.08 o 5.7 6.2 64.7 

14 293 0.04 o 4.1 9.5 63.7 

15 359 <0.01 o 2.7 11.3 67.3 

16 377 0.01 o 1.4 13.4 63.5 

17 382 0.03 o 1.5 12.5 64.6 

18 386 0.04 o 1.5 13.4 64.8 

19 392 <0.01 o 2.7 12.8 68.4 

20 398 <0.01 o 1.6 11.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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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식으로 인해 매우 불규칙한 모양을 나타내었으며， 최대첨식 깊이는 24 mm 로 

나타났다· 실험중에 발생한 가스의 성분분석 결과로부터 H2' CO2, CO, O2, N2 둥의 

가스가 발생된 것올 확인할수 있었다· 

97년 8월 중에 수행할 MEK3 실험에서는 콘크리트의 2차원 장기칩식올 

모사할 예정이다. MEK3 실험에서는 용융모사물의 용융풀 형성과 고온 열원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충격올 동반한 콘크리트의 칩식올 모사하기 위해 Thennite(Fe+AIz0 3) 

를 용융 모사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콘크리트의 장기침식올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로 전원공굽장치를 이용함으로서 핵반웅열올 모사할 예정이다· 이상의 여러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현재 MCCI 의 해석코드인 CORCON 코드를 이용하여 비교， 

명가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운전 중인 국내 여러 원전에서의 MCCI 와 

판련된 중대사고의 해석과 차세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로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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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 및 열전달특성 실험 연구 

가·개요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은 원자로용기의 하반부 또는 원자로공동에 축적되어 

용융물풀올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전소내에 있는 비상 냉각계통들의 작동 

둥으로 인해 유입된 냉각수가 용융물의 상부에 존재하는 성충화된 두 유체층이 

폰재할 가능성이 있다[3.62 ，3.63].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용융불과 냉각수사이의 

열전달 및 냉각수에 의한 용융물의 고화는 사고 진행에 중요한 영향올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심용융불과 냉각수로 성충화되어 분리된 유체충의 냉각특성올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용융물과 냉각수의 초기 및 경계조건에 따른 용융물의 고화 및 

고화충 주변의 열전달량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용융물의 고화를 수반하는 

열전달 현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용융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 유체일 경우 벽면에서의 냉각을 통해 용융물이 고화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성층화되어 분리된 두 유체층이 폰재할 때 용용물의 부분적인 

고화 및 용융물내의 자연대류 열전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원전의 가상 중대사고 발생시 노심용융물은 2000K 이상의 고온이므로 냉각수와 

접촉하면 비등 열전달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냉각수의 비풍 열전달에 의한 

용융물의 부분적인 고화 및 용융물내의 자연대류 열전달특성올 규명하는 연구가 

펼요하다· 

이러한 용융물의 냉각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중장기 제 l단계 

연구에서는 상변화 온도가 700C인 저온용융 합금물올 노심용융물로 모사하여 

냉각수가 비둥하지 않는 조건에서 냉각수의 자연대류와 강제대류로 용용물을 

냉각하는 실험올 수행하였다[3.64] 금년도 본 연구에서는 제 l 단계 실험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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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냉각수가 비둥하는 조건에서 용융물의 고화 및 냉각현상율 규명하기 위한 제 

2차 실험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눈 용용물 상부에 주입되는 냉각수가 비둥하는 조건에서 

용융물의 냉각현상올 파악하기 위하여 노심용융물을 모사하기 위한 물질로 상변화 

온도가 2320C인 주석 (Tin)올 사용하였으며 냉각수로는 물(demi water)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반웅용기의 하부바닥변에서 용융물을 가열하고 digi뻐l 펌프를 

이용하여 냉각수를 용융물 상부에 직 접 주입하여 용융물을 냉각하는 경우에 대하여 

하부바닥면의 경계온도와 주입되는 냉각수의 주입량과 주입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수행하였다· 

나.실험장치구성 

용융물 상부의 냉각수가 비등하는 조건에서 용융물의 고화충 형성 및 열전달 

톡성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그립 3.78 이 보여주고 있다· 그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창지는 용융불과 냉각수가 주입되는 반웅용기(test section), 

금속을 용융시켜 실험용기 내로 용용물을 주입시키는 용융용기(melting pot), 

냉각수를 반용용기 내로 공급하는 냉각수 공급탱크(water supply tank), 냉각수를 

공급하는 digital 펌프， 반응용기의 하부가열판 및 냉각수 공급탱크의 온도를 

조절하는 용도조절장치， 실험결과 측정 및 데이타 처리 장치 동으로 구성하였다. 

용융물과 냉각수가 통과하는 배관라인은 스테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각각의 장치들에 대한 특성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실 험 용 기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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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기는 stainless-steel로 제작하였으며 용융물과 물이 주입되어 반웅하는 

반용용기부분과 하부의 가열장치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험용기에는 냉각수 

주입올 위한 2개의 냉각수 주입구와 용융물 주입구， 용융물 배출을 위한 공기주입구， 

용융물 배출구， 냉각수와 수증기가 vent되는 출구둥올 셜치하였다· 반웅용기의 

내부크기는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35cm이며 두께는 lcm이다. 반용용기의 

앞연과 뒷면은 용기내의 육안 관찰과 사진촬영이 가능하도록 가로 12.5cm, 세로 

20cm의 viewing window툴 셜치하였다. 유리의 재질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석영유리(quartz glass)를 설치하였다· 하부의 가열장치는 가로 35cm, 세로 35cm, 높이 

4.5cm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실험용기의 하부판 표연온도를 약 7000C까지 균일하게 

올릴 수 있는 9개의 heating rod와 heating plate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heating rod는 

최대용량이 2.2kW 이다. 실험용기 내부의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앞헛연의 

유리부분을 제외한 전 실험용기는 열손실을 막기 위하여 철연체를 이용하여 단열을 

하였다· 실험용기에 대한 사진을 그림 3.79 이 보여주고 있다· 

(2) 용융용기α~elting pot) 

용융물로 사용되는 주석을 실험용기내로 주입하기 전에 용융시커기 위한 

장치로써 윗부분은 지름 21.6cm, 높이 30cm인 원통형이며 아래부분은 cone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주석의 용융점인 2320 C 이상 을렬 수 있도톡 윗부분에는 용량 5kW, 

아래부분에는 용량 3kW인 heating coil이 용기의 주변에 각각 부착되어 있으며 녹인 

용융물을 반웅용기내로 주입시킬 수 있는 파이프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험용기내로의 주석의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멜브를 파이프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용융물주입후 반용용기률 밀때시킬 수 있는판막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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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79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 및 열전달특성 실험장치의 반웅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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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각수 공굽탱크(Water supply tank) 

냉각수 공굽탱크는 이전의 피막충 형성실험에서 사용한 탱크를 

사용하였으며 반용용기내로의 냉각수 주입은 탱크에 연결된 펌프로 한다· 연결된 

펌프는 최대 용량 12.4 kgls올 갖는 60S DiIR digi없l 펌프로 냉각수의 유량올 조절할 수 

있다· 탱크내의 냉각수의 은도를 조절하기 위해 lOkW의 heater률 장착하였으며， 

탱크내의 수위롤 확인할 수 있도륙 level gauge를 부확하였다· 그리고 실험용기와는 

closed loop 로 배관율 연결하였다. 

(4) 온도조절장치 

실험용기의 하부판，냉각수공굽탱크，용융용기의 온도률조컬하기 위해 모두 

5개의 SCR(Silicon control rectifier)를 셜치하였다· 이중 3개는 실험용기 하부에 장착된 

9개의 가열봉(heating rod)에 연결하여 SCR 1 개가 3개의 출력율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SCR 2개는 용융용기와 냉각수 공굽탱크의 heater에 각각 

연결하여 이들의 용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출력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측정장치 

본 실험의 주요 측정인자는 용융물과 냉각수의 용도， 용융물의 고화충 

두쩨이다· 용융물과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Thennocouple)는 T-type을 

사용하며 반웅용기내에 3개의 stainless-steel 열전대봉에 각각 17개의 열전대를 

셜치하였으며 실험용기 하부 heater를 조절하기 위해 heater 윗부분에 3개의 열전대를 

셜치하였다· 반웅용기 내부에 셜치된 열전대의 위치는 그립 3.80 과 같다· 그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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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율 띠는 부분이 얼전대봉율 나타내며 오른쪽 그림은 반웅용기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열전대봉이 위치톨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의 화살표는 

반웅용기 내로 들어오는 냉각수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반웅용기 하부판에서의 

열속을 구하기 위해 실험용기 하부판 바로 아래 부분에 3개의 열전대봉이 셜치된 

위치에 3개의 열전대를 셜치하였다· 또한 실험용기내로의 냉각수 주입구， 실험용기의 

냉각수 출구， 용융물 배출구， 용융용기 내부， 용융용기 출구， 냉각수 공급탱크 내부 

둥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1 개씩 열전대를 셜치하였다· 실험용기 내부에 

셜치된 총 577" 의 열전대중 하부 heater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54개와 냉각수 주입구와 출구에 셜치된 2개의 열전대는 OAS(data acquisition 

system)에 연결되어 이들이 측정한온도 data를 PC에서 monitoring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나머지 열전대들이 츰정한온도는 indicator에 표시되도록하였다. 

(6) 실 험 자료 처 리 장치 (Oata acquisition system) 

실험자료 처리장치는 총 56개의 channel을 사용하여 반웅용기의 내부에서의 

용융물과 냉각수의 온도， 반웅용기의 하부판 온도， 냉각수의 주입온도와 출구온도 

퉁올 처리할 수 있다·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data를 해석하기 위한 실험자료 

처 리 장치 의 구성 은 main computer (486 PC, 66 MHz)와 sensor 및 sensor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해석하기 위한 hardware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data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 하기 위 한 softw하e로는 Burr-Bro빼사에 서 개 발한 Visual Oesigner Window 

veπion율 사용하였 다. 

이와 같은 장치들로구성된 실험장치톨 촬영한사진율 그림 3.81 이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용기 내에서 하부가열판에 의해 용융물의 하부는 가열되고 

용융물상부로 주입되는 냉각수로 인해 용융물의 상부는 고화가 얼어나고 냉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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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81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 및 열전달특성 실험을위한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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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퉁이 일어나는 현상이 유지되는데 그립 3.82 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실험용기를 나타내고 있다· 

다·실험방법및실험인자 

본 실험은 용융물 상부의 냉각수가 비둥하는 조건에서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과정 및 피막충이 용융물과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가하기 위한 실험이므로 용융물의 고화온도가 물의 비둥온도보다 훨씬 높은 

조건이어야 한다·따라서 노심용융물융모사하기 위한물질로상변화온도가 2320C인 

주석 (Tin)을 사용하였으며 냉각수로는 물(demi water)을 사용하였다· 주석은 

용융상태일 경우와 고체상태일 경우 물성치가 조금씩 다른데 특히 열전도도의 경우 

고체상태에서의 강이 액체상태일때보다 약 2배정도 높은 특징올 갖고 있다· 주석의 

주요 물성치는 표 3.18 에 나타나 있다· 내부발열올 갖는 노심용용물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실험에서도 용융물의 내부발열율 모사해야 되지만 이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하부가열로 실험올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같다· 

(1) 노심용용물 모사체인 주석을 용융용기에 넣고 용융용기의 온도를 주석의 

용융온도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석을 용융시킨다. 동시에 실험용기의 하부판은 

가열기를 이용하여 가열하고 냉각수 공급탱크의 온도를 셜정온도까지 

상숭시킨다· 이때 냉각수의 온도가 800C 이상을유지하도록 셜정하였다. 

(2) 용융용기 내에서 주석이 모두 용융되면 용융물올 실험용기 내로 주입시쳐 

젤정높이까지 채운후 냉각수 공급탱크에 연결된 펌프를 가동시쳐 정해진 

유량만큼냉각수를반용용기내용융물상부로주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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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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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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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ing 
Coolant 

Test Sectlon 
(lSO I lSO I 3SO) 

그립 3.82 고용의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용하는 실험장치의 반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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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용용물모사체인 주석의 주요물리척 물생치 

Soild (100oC) Liquid (1310 C) 

Density (kglm3) 6300 7000 

Specific Heat (Jlkg K) 260 250 

Thennal Conductivity (W 1m K) 60 30 

Thennal E:lp뻐sion (IK) 2.42xl0-5 lx 10-4 

Viscosity (kglm s) 1.85 x 10-3 

Melting Temperature 232 0 C 

Latent heat of Fusion 60900Jlkg 

Solidification Shrinkag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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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용용기 내에 주입된 냉각수는 비둥을 일으키며 이러한 냉각수가 반웅용기 내에 

가득찬후에는실험용기 상부에 있는냉각수출구를통해 냉각수와수중기가순환 

루프를 통해 냉각수 공급탱크로 다시 들어가고 펌프를 통해 실험용기로 다시 

주입된다.실험이 진행되는동안이러한과정이 계속반복된다. 

(4) 냉각수가 반웅용기 내로 주입된 후 데이타 처리 장치를 작동시켜 각 위치의 

측정온도를저장한다· 

(5) 반웅용기 하부판의 설정온도와 주입되는 냉각수의 유량 및 주입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올 반복한다. 

본 실험의 실험인자는 실험용기 바닥면의 온도， 실험용기내로 주입되는 

냉각수 유량， 주입되는 냉각수의 온도 동 세가지이다· 이들 실험인자들에 대한 

셜정값은 표 3.19 가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세 인자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금년도에 수행한 실험수행 Matrix는 표 3.20 이 보여주고 있다. 

라.실험결과 

냉각수가 비둥하는 조건에서 용융물의 고화 및 열전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실험인자인 실험용기 하부판의 설정온도와 냉각수 주입유량 둥올 

변화시키면서 총 13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용융물의 냉각이 

냉각수의 비둥열전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용융물에서 냉각수로 굽격한 열전달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정상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웅이 있었다· 특히 실험용기 

하부바닥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 후 

용융물의 고화가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용융물의 

고화충두깨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용융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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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 및 열전달특성 실험을위한실험인자 

반웅용기 하부바닥면의 셜청온도 2550 C, 260oC, 2650 C, 2680 C 

냉각수의주입온도 80oC-950 C 

냉각수의주입유량 0.5, 1.05, 1.49, 1,98, 2.48 k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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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 및 열천달특생 실험수행 Matrix 

용용물높이 반용용기 냉각수 냉각수 
(cm) 하부면용도 주입온도 주입유량 

(OC) (OC) (kg/min) 
l차 20 255 82 0.50 

2차 20 255 88 1.05 

3차 20 255 91 1.49 

4차 20 255 93 1.98 

5차 20 255 94 2.48 

6차 20 260 93 2.48 

7차 20 262 95 2.48 

8차 20 262 86 1.05 

9차 20 266 89 1.05 

10차 20 266 89 1.49 

ll~t 20 266 90 1.98 

12~t 20 266 88 1.05 

13차 20 268 8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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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총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 후 약 10분동안 그 상태를 지속하면서 열전대가 

위치한지점에서 얻은용도 데이타를평균하여 각 지점의 온도를구하였다. 

그림 3.83 은 실험용기의 하부바닥면의 온도가 2550C일때 용융물 상부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유량을 0.5kglmin에서 2.48kglmin까지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실험의 결과로서 실험용기내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용융물과 냉각수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었다. 그립에서 중간에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그어진 점선은 용융물과 

냉각수의 경계면올 나타내는 선이다. 그리고 Y혹 방향으로 명행하게 그어진 점선은 

주석의 상변화용도인 2320C를 나타내는 션이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물이 

고화된 부분에서는 온도분포가 거의 선행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결과롤 보였으며， 

고화되지 않고 액체상태로 있는 용융물부분과 냉각수 부분은 경계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류열전달에 의해 거의 일정한 온도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용융물의 온도분포 및 

고화충행성 두께는 주입되는 유량에 크게 영향올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된 

고화충의 두께는 10.02 - 10.93cm 로 측정되었으며， 열속은 75 ,000 - 79,000 W/m2 로 

측정되었다. 

그립 3.84 는 주입되는 냉각수의 유량이 같은 조건에서 실험용기 하부 

바닥면의 온도가 다른 조건에서의 실험결과이다· 냉각수의 유량이 2.48kglmin이고 

반용용기 하부바닥면의 온도가 2550 C, 260oC, 2620 C 일 경 우의 온도분포롤 나타낸 

결과로서 같은 하부바닥면 온도에서 유량올 변화시킨 실험에서는 버슷한 온도분포 

및 고화충두께가 측정되었던 것과 달리 같은 냉각수 유량에서 하부바닥면의 온도롤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실험에서는 용융물의 온도분포 및 형성되는 고화충의 두께가 

크게 다론 결과를 보였다· 고화층은 하부면의 용도가 2550C인 경우가 2620C인 

경우보다 약 2배가량 두껍게 형성되었으며 열속은 2620C인 경우가 2550C인 경우보다 

약 2배정도크게 나타났다. 

그림 3.85 는 실험용기 하부바닥면의 온도가 2660C일 때 냉각수 주입유량이 

1.05kglmin, 1.쩌kglmin， 1.98kglmin 인 경우의 온도분포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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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도 앞서 하부면의 온도를 2550C로 하고 냉각수 유량을 변화시켰을 때와 

감이 냉각수 유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부연의 온도가 

2550C인 경우보다 고화충에서의 온도가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립 3.86 은 냉각수 주입유량이 1.05kglmin로 일정할 때 반웅용기 하부연의 온도가 

2620 C, 2660 C, 2680C인 경우의 온도분포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었다. 이 

실험결과 역시 하부바닥면의 온도에 따라 용융물의 온도분포 및 고화충 형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고온의 

용융물을 냉각하는데 냉각수의 유량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하부 바닥면의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은 냉각수의 비둥열전달을 수반하므로 용융물 충에서 상부 

냉각수로의 열전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실험용기내에서 용용물 하부의 

바닥면온도가 시간에 따라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매우 짧은 주기로 진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립 3.87 은 하부바닥면의 설정온도가 2660C일 경우의 하부바닥면 

온도변화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기준설정온도를 중심으로 약 :!:: 50C의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 후 용용물의 고화가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용용물의 

고화충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용융물의 고화충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 후 약 10분동안 그 상태를 지속하면서 열전대가 위치한 지정에서 얻은 온도 

데이타를 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용융물의 고화충두께 및 열전달량올 계산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오차를 

정량화하는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립 3.88 은 실험올 종료한 후 실험용기에서 

용융물을 배출할 때 반웅용기내에서 형성된 용융물의 고화충올 보여주는 사진이다. 

사진에서 실험용기 관측창 중간의 흰부분이 실험에서 형성된 고화충이며， 관측창 

아래부분에 보이는 흰부분은 배출되고 있는 용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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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실험에서 이렇게 하여 구한 용융물의 고화충두께 및 열전달량 그리고 

용융물내에서의 Nu무차훤수와 Ra무차훤수의 결과값이 표 3.21 에 나타나 었다. 

용융물의 고화충두께는 열전대에서 얻은 온도데이타와 용융물 모사물인 주석의 

상변화온도인 232DC를 기준으로 선형내삽법(Iinear interpolation)으로 계산하였다· 즉 

인접한 두지점의 온도가 상변화온도를 중심으로 높고 낮으면 그 두지점 사이에 

용융물의 고화충과용융상태의 경계면이 폰재하며 정확한경계면은두지점의 온도를 

선형내삽하여 구하였다. 열유속(he없 flux)은 고화층에서 고화충의 두께 및 고화충 

상부와 하부의 온도를 바탕으로 열전도방정식으로 계산하였다· 

Tj 

T 
m 

여기서 q" :고화총에서의 열유속 

k: 고화충의 열전도도 

coolant 

crust 

molten pool 

Tj : 용융물고화충과냉각수의 경계면온도 

Tm : 용융물의 고화온도 

x: 고화충두께 

+ x 

놓 

(3.38) 

용융물의 자연대류 열전달은 밀도차이에 따른 부력(buoyance force)으로 

발생하며 용융물의 가열방법에 따라 Rayleigh-Benard 자연대류인 하부가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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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 및 열전달특성 실험수행 결과 

HeatFlux 피막충 Nu Ra 
(W/m2

) 형성두께 Number Number 
(cm) 

I차 7.74E+4 10.46 11.09 4. 14E+6 

2차 7.68E+4 10.68 10.85 3.83E+6 

3차 7.89E+4 10.02 11.21 5.01E+6 

4차 7.78E+4 10.48 10.89 4.21E+6 

5차 7.47E+4 10.93 10.23 3.54E+6 

6차 I. 13E+5 6.64 17.93 1.44E+6 

7차 1. 44E+5 5.27 23.79 2.04E+6 

8차 1.45E+5 5.95 22.34 1.82E+7 

9차 1.69E+5 4.07 26.65 2.92E+7 

10차 1.84E+5 3.67 29.65 3. 16E+7 

11차 1. 74E+5 3.% 27.45 3.01E+7 

12차 1.80E+5 4.26 27.20 2.88E+7 

13차 2.00E+5 3.67 31.78 3.3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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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발열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노심용융물은 용괴열의 내부발열을 가지나 본 

실험에서는 금속용융물의 내부발열 모의의 어려움 때문에 하부가열로 모의하였다· 

용융물내부의 Nu 수는 용융물 내부의 열전달계수와 용융 pool의 깊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쟁의되며 Ra 수는 용융물충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 m 

crust 

I 
T mtpoo # 

b • • f--f-, 
heater 

hL 
Nu -

k 

gβð.T L3 

Ra = av 

여기서 h: 용융물의 열전달계수 

L: 용융상태의 용융율 높이 

åT: 용용물내 하부바닥면 온도와 상변화 온도의 차이 (Tb - Tm) 

g: 중력가속도 

a: 용융물의 열확산계수 

ß: 용용물의 열팽창계수 

v: 용융물의 동점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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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89 는 이와 같이 계산한 Nu 수와 Ra 수에 대하여 Ra수의 중가에 따른 

Nu 수의 변화를 기존의 용융금속의 자연대류 열전달 상관식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밀폐된 용기 내에서 하부가열 문제인 Rayleigh-Benard 자연대류는 지금까지 

실험척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의 결과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상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유체의 순수 자연대류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이와 

같온 연구들의 대부분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은 상관 관계식으로 발표되었다[3.65). 

Nu = aRa h (3 .4 1 ) 

상관식에서 a와 b는 각 실험에서 정의되는 상수이다. Globe & Dropkin 

[3.65)은 수은을 대상으로， Eckert [3.66)는 주석올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올 

개발하였다· 

Globe & Dropkin : Nu = 0.051 RaO
.
333 (3.42) 

Eckert : Nu = 0.24 RaO
.
2 

(3 .43)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 결과에서 계산한 Nu 수가 낮은 Ra 수 

영역에서는 Eckert 상관식과 거의 일치하였으나 Ra 수가 높은 영역에서는 다른 

상판식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상관식들이 용융물의 자연대류 

열전달만을 고려하여 구한 상관식인데 반해 본실험은 용융물내에서의 자연대류 및 

냉각수의 급격한 비등열전달에 의해 용융물에서 냉각수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로 인해 용융물의 상변화가 수반하기 때문에 열전달용이 자연대류만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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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냉각수의 비퉁열전달을 

고려한새로운상관식의 도출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마.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은원자로용기의 하반부또는원자로공동에 축적되어 

용융물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전소내에 있는 비상 냉각계통들의 작동 

둥으로 인해 유입된 냉각수가 용융물의 상부에 존재하는 성충화된 두 유체층이 

폰재할 가능성이 었다. 이경우 노심용융물은 2000K 이상의 고온이므로 냉각수와 

접촉하면 비퉁 열전달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냉각수의 비퉁 열전달에 의한 

용융물의 부분적인 고화 및 용융물내의 자연대류 열전달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실험을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구한 Nu 수와 Ra 수의 상관관계를 기존의 상관식들과 비교해 

본 결과 Ra 수에 따른 Nu 수 값이 기존의 상관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큰 

밀도차이로 인해 성층화되어 분리된 두 유체가 폰재할 때 밀도가 큰 고온의 하부 

유체내에서의 자연대류 및 상부냉각수의 비둥열전달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냉각수의 비둥열전달을 고려한 새로운 자연대류 상관식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폰의 중대사고 해석 쿄드들은 노심용융물 

풀내에서의 열전달을 용융물의 자연대류만을 고려한 상관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중대사고시에는 여러 경로로 주입되는 냉각수로 인해 고온의 용용물은 냉각수와 

접촉하며 이는 냉각수의 비등열전달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기폰의 코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융물의 자연대류만을 고려한 상관식들은 중대사고 해석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차기년도에도 실험조건올 다양화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정확한상관식을도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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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수행한 실험에서는 용융물의 내부발열올 모사하는 실험언자로서 

반용용기 하부바닥면의 가열온도를 경계조건으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온도경계조건을 열유속경계조건으로 바꿔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에 

수행한 실험은 냉각수의 비등열전달이 일어나는 영역에서만 수행하였으나 냉각수의 

막비둥열전달이 일어날 경우 용융물의 고화 및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냉각수를 프레온(R-113)으로 교체하여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 3 절 위탁연구요약 

L 중대사고 하부압력용기 구조 해석 

가. MAAP- IVR 개발 

(1)서 론 

TMI-2사고에서는 약 19톤의 노섬용융물이 원자로 압력용기 하부로 떨어져 

웬자로 하부에서 약 30~륜 동안 적어도 IIOOOC로 과열된 후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 

때， 훤자로 내부의 압력은 IIMPa이나 되었으므로 원자로 하부는 상당한 고온 팽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윈자로 압력용기의 파손을 일으킬 수 있었다· 따라서， 

원자로 하부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냉각의 핀인과 열적특성은 훤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유지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한국 차세대 원전에 대q]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노섬용용 사고시 사고를 

훤자로 압력용기 내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본 철에서는 이를 

위하여 노섬용융물에 의한 윈자로 압력용기 및 일차계통의 열적인 거동을 살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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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91 벽에서의 p。이 boiling과 내벽에서의 gap boiling에 대한 

열전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 MAAP 코드를 개선하여 MAAP-IVR율 개발하였다. 

이률 이용하여 고압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열적 거동올 

모사하였다. 

(2) 원자로 압력용기 외벽냉각 

(가)열 전달 계수 

기존의 MAAP 4.02 전산코드에서 원자로 압력용기의 외벽에서의 po이 

boiling에 Rohsenow의 상관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Nis바awa의 실험 

데이타， CYBL 실험데이타[2.43) ， SNU 실험데이타[3.67J둥이 있다· 이들 상관식들은 

그림 3.90 에 비교하였다. Rohsenow 상관식은 수직의 평판에서 얻어진 것이고， 

Nishikawa 실험은 평판을 기울여 여러각도에서의 열전달 실험율 하였고， CYBL과 

SNU는 구형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 3.90에서 L\T가 10 K 이하에서는 CYBL을 그 

이상에서는 SNU 최저 상관식을 택하여 외벽 냉각 열전달 계수상관식올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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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그립 3.90 원자로 압력용기 외벽 냉각 열전달계수의 비교 

(나) 임계열유속 

1000 

압력용기 내벽 간극에서의 CHF 상관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Monde와 Katto의 

상관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즉， 

1) Monde 

qc,./ Pv H Jg 0.1 6 

~og(까 -Pv)/p; 1+6.7xlO치까/μ)0.6 (ljS) 
(3 .44) 

2) Katto (CHF of saturated natural convection boiling in a space bounded by two horizontal 

ω-axial d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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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F / p.H Jg 0.1 8 
[행(까 - P.)/ p; ]1/4 - 1 + 0.00918(까 j P.) 0 .14 [g(까 -μ)D2 /u]낀 

(3 .45) 

위 두가지 상관식을 비교하면 그림 3.9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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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H F C orelatìon of Katto & M onde (at 1 atm) 

그 립 3.91 CHF Correlation ofKatto & Monde (at 1 abn) 

3) Katto (CHF for the forced convective boiling in ann비하 channel) 

H-regime 
q이 - n ，。lPvlO133top/ ”3 1 

GHffl -"-~p，) ~G21) 1+0.008 끼dh8 (3 .46) 

L-regime 좌L=0.2SI 많l 학 
GH

ffl 
- . - -\.G2f) Ijd

h8 (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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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e2ime 꿇 = 0.22감ì 0.133 (힐0.433 (1/따t.
171 

를 GH
fQ 

- ~ '--\...p) \...G2 /J 1 + 0.00811/dhB (3.48)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보수적인 값올 보인 Katto 상판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립 3.92 의 임 계 열유속과 간극 크기 간의 관계로 나타났다. 

(다) 사고 경위 분석 

고압사고(TMLB) 경위를 MAAP-IVR로써 모사한 결과， 노심지지대 파손 

시간은 사고후 약 9880초가 지난 후 였으며， 노심 하부로 약 40톤의 노심용융물이 

떨어진 후 900초후에 압력용기의 외벽올 냉각하였다· 그립 3.93 은 원자로 일차계통의 

압력과 압력용기 외부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압력용기 외벽에서의 냉각은 고려하지 않고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냉각만을 

고려하여 고압사고(TMLB) 경위를 모사한 결과， 사고후 약 10050초가 지난 후 약 

62톤의 노심용융물이 노심하부층으로 떨어져 원자로 압력용기의 내벽을 가열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점에서부터 내벽과 노심용융물 사이의 간극에서 열전달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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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94 Monde 상관식올 이용한 고압사고에서 91부냉각시 압력용기의 열적 거통 

모사 

나. 압력용기 하반부 크리프 해석모형 개발 

(1)서 론 

Sandia National Laboratories(SNL)에서 수행된 원자로 용기의 고온， 고압 

크리프 파괴 실험의 하나인 Lower Head Failure-\ (LHF-\ )[3.68]에 대한 코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Reddy and Ayres[3.69], 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INEL)[3.70], 

및 TMI2-VIP[3.7 1]의 크리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시간에 대해 변화하는 용도 및 

웅력상태에 대하여 strain hardening rule을 적용하였고 데이터의 온도와 온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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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왈(strain)은 지수적으로 외삽하였다 사용 코드로는 범용 유한요소 구조해석 

코드인 ABAQUS 5.6올 사용하였고， 크리프 해석을 위하여 독자적인 user subroutine을 

개발하였다. 

고온 상태의 노심이 용융된 후 압력용기 하반부에 재배치될 때， 내부의 

고압상태로 인해 압력용기가 크리프변형올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용기강의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거동의 예측에는 유한요소법 풍에 의한 전산해석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SNL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115 규모의 고온， 고압 크리프 파괴 

실험(Lower Head Failure program, LHF-l)을 수행하였다· 고온， 고압시에 변형이나 

파괴의 주된 요인은 크리프이다· 크리프 거동을 전산모형화하는 데는 기억 

효과(memory ef똥ct)는 차치 하더 라도 각 온도에 서 일 정 하중 또는 일 정 웅력 하의 

크리프 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온도와 옹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상태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다(sπ'ain hardening, time 

hardening, life fraction 둥). 이번 해석에서는 실험 결과와 더 잘 일치한다고 알려진 

strain hardening 식 을 적 용하였다· 

(2) 모형 셜명 

(가)유한요소모행 

LHF-l 압력 용기 에 대 한 변 형 거 동을 구조해 석 코드인 ABAQUS, Version 5.6을 

이용하여 탄소성 유한요소 모형을 가지고 해석하였다· 이 모형은 2차원 축대칭-고체-

4 노드-요소로구성되어 있고， 대칭축으로부터 45.5 cm 거리의 구형 껍질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모형의 두께는 약 3 cm인데 용기 제조상의 문제로 인해 3mm 정도의 편차가 

있어， 위도별로 경도 방향에 대한 최소값을 택해 모형에 적용하였다· 이는 가장 앓은 

부분이 변형에 가장 취약하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모형은 두께 방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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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요소를， 원주 방향으로늄 90개의 요소률 가지고 있어 총 1001개의 노드와 

900개의 요소를 가진다. 

(나) 재료의 물성치 

LHF-l 실험재료인 SA533Bl 탄소강에 대한 열팽창 계수， 탄성 계수， 함복점， 

용력-변형도 콕선 동 구조해석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성치는 기본적으로 TMI-VIP 

데이터률 사용하였다· 단， 크리프 데이터는 INEL 데이터롤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간에 대해 모든 실험 데이터가 fitting된 형태이고 상관계수 R2가 모두 0.995 

이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온도와 웅력에 대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변하는 

온도와 용력 상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삽 또는 외삽한 후 strain hardening 식율 

적용하는 creep subroutine올 개발하였다· 내삽 또는 외삽 방법으로는 용력에 대해서는 

Bailey-Norton 식의 o ” 형태률 이용하여， 지수 n올 결정하였고， 온도에 대해셔는 exp(

lrr) 형태를 이용하였다· 

(다) SA533B 데 이 터 

TMI-2의 훤자로 압력용기의 재질인 SA533B에 대해 가용한 크리프 데이터를 

입수하였고 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재료로 진행된 압력용기의 크리프 

실험인 LHF-l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전숱한 Reddy and Ayres[3.69] data 를 873 K 

이하에서， 이러한 값들이 륙이챔 (singularity )올 갖율때 INEL에서 수립한 

자료(참고문헌 3.71의 Appendix A-5, 앞으로는 A-5로 지 칭)롤 사용하였다. 873 K 

이상에서는 참고문헌 3.71 의 Appendix A-7 (앞으로는 A-7으로 지칭)율 사용하였다. 

또한 참고문헌 3.70의 Appendix B-12 (앞으로는 B-12로 지 칭)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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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K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의 크리프 데이터로는 Reddy & Ayres의 

것을 들수 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온도 와 웅력상태에서 singularity를 갖게 되고 

이러한 것을 Bailey-Norton식으로 보완한 것이 A-S 데이터 [3.71]이다. 873 K 

이상에서의 고온 영 역에서 tertiary creep까지를 나타내는 A-7 데이터 [3.71]와 

INEL에서 수행된 데이터 [3.70]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크리프 데이터는 모두 단일 

인장실험결과이므로 압력용기의 변형과 같은 2차원 거동에서는 보정이 필요하다. 

이는 크리프 데이터식에 들어가는 웅력올 보정해줌으로써 가능하고 이는 다음 식과 

같은 Huddleston criterion[3. 71] 으로 나타낼 수 있다· 

ε = O'vm exp[ 0.2 (J1 / Ss -1)] 

여기서， 

cr the effective sπ'ess 

0' .. _ = the von Mises sπess 
vm 

J
1 

= the first stress invariant (= cr, + cr 2 + σ3) 

222 
S5 = amodulusofprincipalstresses(=O', + 0'2 + 0'3 ) 

(라) 열척， 기계적 부하 

(3 .49) 

LHF-l 실험시 측정된 압력용기의 온도 분포를 위도 6" , 30' , 90" (90" 

하향 반구 최하단 지점)에서 주어진 값올 모든 위도에 대해 선형 내삽하여 

사용하였으며， 바깥벽의 단열면이 완벽하게 열을 차단한다는 가정하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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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는 균일한 온도흘 적용하였고， 실험시 록정된 압력 이력율 경계조건으로 

계산을수행하였다· 

(마) 해석 절차 

ABAQUS의 구조해석 선택사항 중 열적， 탄 • 소성， 그리고 크리프 거동의 

해석이 가능한 VISCO률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10000초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실험에서 크리프 파괴가 일어난 8700초 이후에는 기록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8700초 이후로는 8700초의 데이터를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3) 결과 

그립 3.90-3.93 에서 크리프 데이터에 따르는 압력용기의 거동결과를 

예시하였다. A-5, A-7, B-12 모두 단일 인장실험으로써 2차원 거동을 하는 압력용기의 

거동예측을 과소명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온영역에서 Reddy and Ayres 

데이터를 쓰고 고온영역에서 A-7 데이터를 쓰면서 Huddleston criterion으로 웅력항을 

보정해준 결과 그림 3.93 에서 보듯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3.91 과 3.92의 결과는 크리프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tertiary creep curve까지 

대 입 하였으나 웅력 에 대 한 보정 없이 는 오히 려 primary 와 secondary creep curve 만으로 

이루어진 A-5 데이터의 결과보다 작은 변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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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TMI-2의 크리프 해석을 시도한 JAERI , GRS, INEL은 모두 상당한 변형 또는 

파손을 예측하여 실제와 벗어나는 문제점을 보였다· 크리프 해석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된 SNL의 LHF실험은 TMI-2와 유사한 공정으로 제작된 SA533B 

반구이다. Wisconsin 대학이 개발한 Shel1모형인 TSM은 본 연구와 같이 Reddyand 

Ayres / A-7 조합을 사용하였으나， LHF-I 에 대하여 실측치와 상당히 빗나가는 예측올 

한 바 있다[3.69]. 

본 연구의 결과는 LHF-I 과 매우 잘 일치하였으므로 Wisconsin 대학의 예측 

실때의 요인은 당초의 추정대로 크리프 데이터의 오차에 의해서가 아니고 TSM 

모형의 내재적인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및 향후연구 경향 

• 중대사고시 회벽냉각을 CYBL-SNU 상관식으로 모사하는 MAAP-IVR을 

개발하였으며， 중대사고 전개과정을 순조롭게 모사하였다. 

• 훤자로 압력용기 하반구의 크리프 변형 및 파열을 모사하는 ABAQUS 2차원 

모형을 개발하였다. 미국 SNL의 LHF-l 실험자료와 본 ABAQUS 모형은 잘 

일치하였다 . 

• LHF-l의 예측에 실패한 Wisconsin 대학의 TSM 모행은 크리프 데이터의 

문제때문이 아니고구조해석의 부정확성에 그원인이 있다고판단된다. 

• 차후 연구로서 한국 차세대 윈전에 대해 간극 냉각 실험올 통한 상관식 개선과 

SA508 Class 3에 대한 구조해석 모형의 확대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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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극에서의 입계열유속에 관한실험적 연구 

가. 서론 

경수로의 중대 사고는 노심내 냉각수의 부족으로 적절한 노심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올 경우 노섬 용융을 수반하게 되며， 용기내부에서 복잡한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용융물은 원자로용기 하부헤드로 이동하게 된다· 하부헤드로 이동하여 

재배치된 노섬용융물의 적절한 냉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차로용기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손 부위를 통하여 분출되는 노심용융물은 

복잡한 원자로용기 외부 현상을 발생하게 한다. 간극 냉각 방안으로서 노심용용물이 

원자로 용기 내에서 억류된다면 용기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중대사고 

현상들에 대한 관리 전략의 단순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위탁과제에서는다음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극 관련 실험올 기본으로 한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베이스구축 

(2) 간극의 크기 및 열전달면의 각도에 따른현상학적 이해력 향상 

(3) 간극의 크기 및 열전달면의 각도에 따른임계열유속의 측정 

나·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실험 현황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간극 실험들은 증가발생기 세관들과 Straps 또는 

Baff1e-Plate와 세관들과 Tube-Sheet사이에서 발생하는 Tube Thinning Failures 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Katto[3.72] 등은 수명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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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압하에서 실험올 수행하였으며， 수명 간극에 대한 임계열유속 

상판식율 제안하였다. Monde[3.29] 등은 수직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였으며，수직 틈에 대한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이외 Chang 둥[3.28] ， 

Yao 둥[3.73] ， Fujita 둥[3.74]에 의해서도 비둥 열전달 및 현상학척 연구에 주안첨을 둔 

간극 실험이 수행되었다· 언급된 실힘들은 대기압하에서 수행되었고， 열전달면의 

경사 각도는 수직 혹은 수평 각도와 같이 고정된 간극하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유체는 물이나， 에탄올， 프레온등이 사용되었다· 이에 관련된 사항들은 표. 3.22 에 

정리하였다· 

간극 판련 임계열유속 실험은 적용성의 제한으로 실험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임계열유속 데이터의 수 또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명가된다· 이로 인하여 간극의 상태에 따른 현상학척 이해력은 상당히 낙후된 

실갱이며， 제안되는 상관식의 타당성 또한 검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안되는 상관식들은 수평 혹은 수직 간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척으로 

각도가 변하는 간극으로의 단독적인 척용은 정확한 임계열유속을 예측하지 못할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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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수조에서 간극에 대한 임계열유속실험 

실험자 Geometry 사용된유체 Gap의 크기(mm) 

Katto and Yokoya 수평평판 물 0.1 - 2.0 

[3.31 ] 

Katto et al.[3.72] 수평평판 물 0.1 - 2.0 

Katto and Kosho 수평평판 프레온，물，에탄올 0.17 -

[3.30] 

Monde et al. [3.29] 수직평판 프레온，물，에탄을， 0.45 -7.0 

벤젠 

Aoki et al. [3.75] 환상관， 물 0.2 - 1.5 

Yao 때d Chang 수직환상관 효레온，물，아세톤 0.32 - 2.58 

[3 .73] 

Cang and Yao [3 .28] 수직환상관 프레온，물，아센톤 0.32 - 2.58 

Hung and Yao [3.76] 수평환상관 효레온，아세톤 0.32 - 2.58 

Chyu [3.77] T /A:1Ii f Ef 프레온，물아세톤 

Fujita eltal. [3.74] 평판 물 0.15-5.0 

Lee et a1.[3.78] 수평평판 물 0-10 

다. 간극에서의 엄계열유속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베이스 

현재 물에 대하여 수집된 데이터수는 총 145개이며 이 데이터들은 다양한 

유로의 형태를 가지고 실험을 하여 얻어진 것 들이대표 3.23). 데이터들은 실험자와 

실험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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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UC> 

NAME PRESS. TPOOL CHF GEO. LENG. Gap WIDTH CON. ANG. 

~tm) LW/m2) or DIA. 1mr매 or DlA. t:l 
F배i뼈 100 330.8k Plate 120 4.862 30 SB 0 

Fujita 100 19 1.1 k Plate 120 1.929 30 SB 0 
ωιA 

표 3.23 물에 대한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 

Geometry Number ofData 

Horizontal annulus 9 

Vertical annulus closed bottom 3 

Horizontal disk 51 

closed side 52 

Vertical plate open side 16 

closed side and bottom 14 

Total 145 

(2)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관식 개발 

(가)수직명판에 대한데이터와입계열유속상관식 비교 

현재 수직 평판에 대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과 갈다· 이 데이터와 Monde 

둥[3.29]의 상판식과의 비교가그림 .3.99 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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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e et a l.[3.29) Fujita et 81.[3.74) 

데이터수 35 17 

유로의 길이 (mm) 20, 35, 50 30, 120 

유로의 폭 (mm) 10 30 

압력 대기압 

수조의온도 포화온도 

사용유체 물 

Monde 임계열유속 상관식은 Monde의 실험결과를 :t 25%내에서 잘 

예측하고있으나 유로의 기하학적 형상이 다른 F배ita의 실험결과보다 높게 예측 

예측한다· 이러한 차이는 유로의 폭이 Fujita의 경우가 Monde의 경우보다 3배로 되고 

유로의 길이가길기 때문으로추측된다. 

1400 

훌aε1200 
〕t。 1am 

~、

뚫〕 4m 

。 Monde

• F내ita 

。。

。。

。 。

200 400 OOJ aoo 100J 1200 1400 

Measured CHF [kW/m낌 

그립 3.99 Monde 상관식과 수직사각유로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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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관식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상관식올 얻었다· 

-폭율 고려하지 않은 임계열유속 상관식 (그림 3.100) 

0.60206-뼈꾀 
q~HF = -395784 + 1.62913 x IOD x expl 

임계열유속이 작을 경우， 즉 간극의 크기가 작율 경우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유로의 폭율 고려한 임 계열유속 상관식 (그림 3.101) 

3.1 757 x 106 (w - 0.5262) 
qëHI' = ( 1 、

1 - 2.3 205( w - 0.03418)1 되 

각 상관식의 Error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Mean Error 표준편차 

Monde 상관식 0.18017 0.2726 

(1) -0.05996 0.3367 

(2) 0.00426 0.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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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01 상관식(3.51)와수직사각유로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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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이 아닌 유체의 데이터베이스 

물이 아닌 유체에 대한 91 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가 추가되었다· 추가된 

데이터는 Katto 퉁[3.72]， Monde 퉁[3.29]， Xia 퉁[3.79]의 붙이 아닌 유체률 가지고 

수행한실험 결과들이다. 

다음은 Data 중 Xia에 의한 실험결과를 Monde의 상판식과 비교한 것이다· 

기폰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얻어진 관계식은 물율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Xia의 

실험철과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각각의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Monde Xia 

길이 20, 35, 50 56, 88, 128, 197 

Test Section 폭 IO 45 

간극크기 0.45 , 0.8, 1.05, 2.05 , 3, 5, 7 0.8, 1.5, 3.05.0 10 

압력 대기압 대기압 

실험조건 사용유체 물， 에탄을， RI13 ， 맨젠 R-113 

유로각도 수직 수칙 

가열방법 한면 양면 

간극의 크기가 작을 경우 즉 임계열유속이 작올 경유 Monde의 상판식은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이며， 간극의 크기가 2mm 이상으로 커질 경우， 

임계열유속이 클 경우는 오차가 커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임계열유속율 낮게 

예측하고 있다. Xia 실험은 Monde실험에 비하여 시편의 크기가 다르고 가열 방법이 

달랐으나 간극의 크기가 작을 때는 비슷한 경향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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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02 Xia의 실험데이터와 Monde 상관식과의 비교 

라·이론적 연구 

(1)간극냉각기구의 가능성 평가를 위한계산 

간극 냉각 기구의 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수치와 가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3.103). 

Power [MWth] 10 

Diameter [m] 4 

Pressure [bar] 1, 10, 100 

Gap Size [mm] 0.5, 1, 1.5, 2 

열의 제거 물의 중발올 통해서 만 가능 
」

-281-



위의 가갱융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물의 양율 계산하였다· 

Q 
η2= τ-

"j용 

m m 
G=•= 

“ f[(Di +앙 _DI2] 

(3.52) 

(3.53) 

계산결과는 그립 3.104 에 었다. 이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노심용융물 둘례의 간극율 

흉하여 나오는 수중기의 속도가 매우 와른 것을 볼 수 있다· 이 속도를 이기고 물이 

간극용 흉하여 스며들어 열율 제거할 수 있는 가롤 파악하기 위하여 다옴과 같용 

Wa1lis[ 1961]의 F100ding 식을 이용하여 F100ding이 일어나는 중기의 속도롤 

계산하였다. 

i ;U2 + i;"2 = C G,=O ,C=1 이 라 가갱 ) (3.54) 

그립 3.104 롤 보면 대기압일 경우 간극의 크기가 약 22 mm 이하이면 

Fl00ding에 의하여 물이 주입될수 없음율 보여준다. 일본의 ALPHA 실험에서 측갱된 

간극의 크기는 약 0.7 - 1.4 mm정도였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간극율 흉하여 

물이 주입될 수 없으므로 냉각을 위해서는 다론 물의 주입 갱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대략적인 계산이고 또 SONATA-IV 실험올 흉하여 간극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복잡한 유통현상이 관찰되었음을 고려하면 더 정확한 계산과 

복잡한유통양식의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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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간극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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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104 간극 크기 에 따른 Volumetric Fulx 변화 

(2)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상판식 재발 

유로에서의 질량， 훈통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으로부터 임계열유속 상판식율 

유도하였다·출구의 건도롤 1이라가정하고유로의 갱사도고려하였다(그렴 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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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향보혼방갱식 

P，긴 =P，끼 

• 운동량보혼방갱식 

(~ -간 )6-F. -감 = (p,V2
2 

- P，κ2)6 

.~ - 껴 =p,g/sin8 (입구와 출구간의 압력차) 

(3.55) 

(3.56) 

• F. = 2p,gl6 sin8 (중력 : Control v이ume외 건도톨 형 균 50%로 가갱) 

·깐 = 2t1 (마찰력) 

f 8r = ~ Darcy friction factor 
pV~ 

h‘ f l y2 
fr = f -;:;- Darcy-We뼈bach 역uation 
JI' J 62g 

• 에너지 보혼방갱식 

j R Kz R V2 u, -u, 
효+싸+~+z. =륙+~+z~ +-"륙 + hfr (3.57) mg . p,g . 2g .... - p,g . 2g . "2' g 

p. P~ P,v ‘ 
• _1 ___ "- = Isin8---효 

p,g p,g g 

• zl -z2 = -lsin8 

• U~ -U. = U 
2 -. --" 

.L .. =u ,-+Yv 
" --" ‘ ’" 

• Q/m = q~HFI / p,V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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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 르 O 

싸=까ijg (침강 

q끊 = P，ijg (침[1(잖괜n(J -2μ}]"' 
=까ijg (떤[ glsm~않찮>-2)] 

(3.58) 

(3.59) 

위에서 얻어진 상판식율 Monde 상관식과 비교혜본 결과 간극의 크기가 2 

mm보다 작은 경우 경향이 매우 비슷한 것율 알 수 있으며 척당한 상수률 곱하여 

사용할 수 있율 것으로 보인다(그립 3.106). 

iiιi 

Gε 

κ ，0， (j) 

4브← 
:::J.립 3.105 간극 임계열유속 모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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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혈 1야 
업 

'C 
U 

마·실험 

1k 
0.1 

.. ~ 

Gap Size [mm] 

그립 3.106 Monde 상관식과 식 (3 .59)의 비교 

(l) Test Section Design 

실험영역은 Test Section을 제작하는데 이용하는 스테인레스 튜브의 크기와 

꺼rex 튜브의 크기 에 따라 한정 된다 (그립 3.107). Test Section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열길이 20cm 

안쪽튜브외경 19mm 

간극의크기 0.5, 1.5, 3.0, 3.5 

각도 0, 30, 60 , 90(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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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농CIIode) 

6 (SIalnless Steel Tubel 

5~~’1 

s 4 (lI.tle ~αlII] 2 (E1ectrode’ 

그 립 3.107 Test Section 

(2) 실험결과 

환상관 실험 시편을 이용하여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올 일부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가열면의 길이가 200 mm, 간극의 

크기가 1.5, 3.0, 3.5 mm이고 실험결과는 표. 3.24 와 같다. 실험 결과를 기폰의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것이 그립 3.108, 3.109 에 나타나 

있다. Monde와 Fujita의 실험에서 가열 길이가 10 - 120 mm였으나 이번 실험의 가열 

길이는 200mm 였다. 이 영향으로 실험 Data가 간극 크기가 같은 경우 다른 값플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그립 3.108 에서 볼 수 있다. 간극의 크기가 3mm 이상이었올 경우 

60. 기울어진 경우의 입계열유속 값은 변화가 없으나 1.5 mm였을 때는 감소한 것올 

볼수 있다· 따라서 간극의 크기가 작을 경우 수칙이 아닌 기울어진 면에서의 

임계열유속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립 3.109 에서는 길이에 대한 간극의 크기의 

비와 임계열유속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데이터가 띠의 

행태로 분포되었으며， 이번 실험결과도 이 영역에 속한 것올 볼 수 있다· 그러나 U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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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경우 영역을 벗어날 경향을 보인다· 앞으로 더 작은 간극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이 

경향을 알수 있을 것이다· 또 Monde의 관계식을 실험결과들과 비교해보면 

임계열유속을 낮게 예측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할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나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더 정확한 관계식이 필요활 것으로 

보인다· 

표 3.24 실험결과 

Length [mm] Gap Size [mm] CHF [kW/m2
] 

90' (Vertical) 60' 

369.1 259 .4 

1.5 360.3 263.8 

370.2 271 .4 

358.0 273.9 

200 686.9 670 .4 

3.0 669.2 662 .3 

692.0 651.9 

759.4 768 .4 

3.5 784.5 

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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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08 간극의 크기에 따른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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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가열길이에 대한 간극비에 따른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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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향후연구사항 

앞으로환상관간극실험을수행 완료하고 명판 간극실험올수행할 예정이다.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 수조에서의 실험으로는 적절한 해석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강제순환 간극실험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순환 

간극 실험장치를 셜계하여 실험을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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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창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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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혐폼개벌목훌훌달성끊몇 대외 기여포 

본 연구는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제 2단계의 l 차년도 연구로 계속 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 I 단계의 중대사고 실험연구의 기반 기술 구축연구에서 수행한 

중요 현상인 용융물 고압 분출 현상， 용융불과 냉각재의 반용，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과 냉각에 관한 개별효과 실험연구를 토대로 제 

2단계에서는 실제 원전의 중대사고 쟁점해결올 위한 실증실험 연구로 노심용융물의 

냉각을 계획하고 있다· 노심용융물의 냉각은 중대사고 진행과정에 따라 노내와 

노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관련 현상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용기 파손 방지를 목표로 일차적으로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에 

춧점올 맞추며 노내 냉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외 냉각 전략을 수립할 전망이다· 

따라서 노내 냉각과 관련하여 실증실험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실험연구에 착수하였으며， 노외 냉각과 관련해서는 중요 현상에 대한 개별 효과 

실험을 중장기 연구개발 제 l 단계 실험 연구와 연계하여 수행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I차년도연구개발목표로 제시한항목별 달성도를 정리하였다· 

• 노내외 중대사고실증실험 계획 확립 

중대사고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사고판려 방안 및 설계 개선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 

2단계 실증실험 계획은 노내 노심 용융물 냉각과 격납건물 건전성을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내 냉각 연구로 원자로 용기 하부의 건전성을 

간극에서의 냉각효과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SONATA-IV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I 단계의 원려검증실험 (Proof-of-Principle)이 진행중이며 후속실험은 l 단계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험의 상세 내용올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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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내 냉각 원리 검증 (타당성) 실험 연구 

노내 냉각의 원리로 용융물의 간극 형성과 간극에서의 냉각올 실험하기 위한 

LAVA와 CHFG 실험 장치 설계 제작올 완료하여 실험인자에 따른 초기 실험들이 

진행중에 있다. 실험장치의 성능 시험 결과 충분한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초기 실험 

결과들도 만족스럽 게 나타났다. 

• 노외 중대사고 쟁접 현상에 관한 개별효과 실험 연구 

제 l단계의 개별효과 실험의 연속으로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과 냉각，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용， 원자로캐비티 용융몰 고압분출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순조륨게 

진행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학회 동올 통해 발표하였다· 실험 결과는 해석모웰 

개발과 연계하여 코드의 개선 및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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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창 연구 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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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웅장연꾸껄과몇 앞훌훌의 계획 

노내외 노심용융물 냉각 실험 연구에서는 용융노심의 위치에 따라 노내와 

노외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계획수립 및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심 

용융물의 냉각은 중대사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일차적으로 

노내에서 용융 노심의 냉각올 유지하여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올 

목표로하며，웬자로용기 파손이후노외 노심 냉각은추후고려할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내외 노심 용용물 냉각의 제 I 차 연구년도로 노내냉각을 위한 

SONATA-IV 실험 연구계획의 수립 및 l단계 기본 현상 웬리 검증실험올 

수행하였으며， 노외 냉각과 관련해서는 중요 현상에 대한 개별효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항목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 노내외 중대사고 실증실험 계획 확립 

중대사고 완화 및 예방올 위한 사고판리 방안 및 설계 개선안 개발올 목표로 하는 제 

2단계 중대사고 연구 대파체에서는 중대사고 쟁점해결 및 실증실험 분야로 노내 

노심 용융물 냉각과 격납건물 건전성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격납건물 

건전성은 노외 증기폭발 및 수소연소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며，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연구는 웬자로 용기 하부의 건전성을 간극에서의 냉각효과를 통해 

입중하고자 다단계 SONATA-IV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SONATA-IV 제 I단계의 

웬리검충실험 (Proof-of-Principle)이 현재 진행중이며， 후속단계에서는 실험 규모를 

대형화하며 상사물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실증실험 차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후속 단계의 실험장치 및 연구내용은 제 I단계 실험결과를 토대로 상세 내용을 

결정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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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내 냉각 원리 검증 (타당성) 실험 연구 

노내 냉각의 원리로 용융물의 간극 형성과 간극에서의 냉각을 실험하기 위해 각각 

LAVA와 CHFG 실험 장치 셜계 제작을 완료하여 실험인자에 따른 초기 실험들이 

진행중에 있다. LAVA 실험에서는 iron thermite 20 kg올 사용하여 원자로 용기를 118 

선형비로 촉소 제작한 원자로용기 하부에서의 용융물의 냉각 및 용기의 건전성올 

명가하는 실험올 수행하였다. 야외에서의 냉각수가 없는 dry condition 실험에서는 

순간적으로 용기 하부가 파손되었으냐 냉각수가 있는 LAVA 실험장치에서의 제 I 차 

실험에서는 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CHFG 실험은 인위적으로 반구형의 

얼정한 간극올 형성하여 간극에 의한 비동 열전달 현상의 특성 및 임계열유속을 

측정하고 있다· 실험장치의 셜치 완료후 생능 시험을 거쳐 현재 주요 실험 인자를 

중심으로 초기 실험을수행하고 있다 . 

• 노외 중대사고 쟁점 현상에 관한개별효과실험 연구 

제 I단계의 개별효과 실험의 연속으로 용융물의 피막충 행성과 냉각，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용， 원자로캐비티 용융몰 고압분출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과 냉각 실험은 주석을 이용하여 고용 용융물 

표변에서의 막비둥 및 핵비둥 열전달현상과 이에 따른 피막충 형성 과정을 

측정하였다· 용용물과 콘크리트 반옹 실험은 기폰의 영광 원전의 콘크리트 시편올 

사용 내부 발열반웅을 모의하는 실험올 수행하여 장시간의 노심 상사용융물의 

가열로 종래의 천이실험보다 안정된 콘크리트 용해올 및 생성가스를 측정하였다. 

원자로 캐비티 용융물 고압분출 현상 연구는 울진 1&2 캐비티 모형을 1/20 선형비로 

축소 제작하여 캐비티내의 유동현상의 관찰 및 방출분융올 록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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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인차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결과는 울진 1&2 캐비티 모형에 대한 해석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노내외 노심용융물 냉각연구는 현상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으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수뺑되어야 할 분야이며 관련 현상에 대하여 새계 주요 

원자력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중이다· 특히 노심의 냉각 쟁점은 사고관려 

및 신형 원전의 셜계 뭉 실제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상규명 뿐 아니라 실제 사고조건올 모의한 실증실험 차원까지의 심도 

높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SONATA-IV 연구에서는 다단계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97 연구년도에는 현재의 I 단계에서 진행중인 

원리검증올 위한 LAVA 와 CHFG 실험을 마무리하고 98 연구년도에는 2 단계의 

대형실험을 위한 준비 및 장치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내 노섬용융물 냉각은 

실험 뿐만 아니라 해석적 연구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로 l 단계 실험의 

진행과 함께 97 년 연구과제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불란서 IPSN 과 

공동연구로 진행중인 ULAC 코드 개발과 연계한 실험의 해석 및 독립적인 해석 

도구롤 이용한 분석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노내 노섬용융물의 냉각은 노섬손상의 

후기 과정 및 팬자로내 사고 조건과 운전원의 조치 둥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원자로내 중대사고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 및 중대사고 사고관리와 연계한 연구가 

펼요하다· 노외 냉각 현상에 관한 연구도 계속될 전망이지만 일차적으로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연구에 중정올 두고 있으므로 현재의 부분적인 개별효과 현상 

연구가주종올이룰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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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륙 

원자력 밟전소에서 충대사고시 노심손상이 밑어난 이후에도 사고판리 측면이나 안전공학싫비 
혹면에서 사고진행율 종료시키고 안정된 상태톨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솜상노심의 
냉각이 가능하여야 하며， 솜상노심의 열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손상노심의 위치， 즉 
원자로 용기 파솜 전후에 따라 노내와 노외로 구분되는 노심 용융물의 냉각온 노십 용융물 및 
주위의 조건과 관련 현상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톨 나타내며 , 아직까지 현상학적 。로 상당한 
불확일성율 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내 및 노외에서의 노심용융물의 냉각 특성 현상의 
규명올 목척。로 노내 노싱용융물 냉각을 위한 실층 실험 연구와 노외 노싱용융물 냉각율 위한 
재벌 효과 실험 연구톨 수행하여 원전의 사고판리 전략 개발 및 중대사고 대비 공학 싫비의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노내 냉각에 대해서는 SONATA-IV (Simulation 01 Naturally Arrested 
Thermal Attack in Vessel) 프로그램용 수립하여 실층실험옳 우|한 단계적인 추진을 하고 
있。며， 노외 냉각온 기촌 1단계의 개벌효과 싫험율 발전시켜 연구한 다융 노내 냉각싫험 
곁과톨 토대로 종합 싫층 싫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수행중인 SONATA-IV 연구의 제 
1단계는 노내 냉각원리 검층 (pro01 - 01 -principle) 실험 。로 원자로 하부로 노십 용융물의 
재배치가 얼어날 때 용융물과 용기 사이의 간극의 형성 및 용융몰 냉각올 규명하기 위한 LAVA 
(Lower-p I enum Ar res ted Vesse I At tack) 일험과 용융물과 용기사이에 간극 형성율 가정할 때 
간극사이에서의 얼전달 현상율 규명하기 위한 CHFG (Cr i t ical Heat Flux in Gap) 샘험。로 
구성되어 있다. 노외 노싱용융률 냉각현상율 위한 개벌 효과 샘험 。로는 원자로 캐비티내 
노십 용용물흥 형성율 위한 초기조건과 판련한 노십 용융물 고앙 분훌현상 -QI험. 용용몰 풀의 
외부 냉각에 의한 피막층의 형성 및 열전달 특성 싫험 원자로 캐비티내 용용률과 환크리트 
반용 및 냉각에 대한 샘험올 수행하였다. 

주제명 중대사고， 손상노심， 노내 냉각， 노외 냉각， 실총 실험， 개벌효과 실험， 
키워 I 용융몰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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