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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성 향상 연구 과제 구성 표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원전안전계통실증시험 정문기 ’92.9.5- ’97.7.20 

2. 원전계통분석코드TASS개발 십석구 ’92.9.5- ’97.7.20 

3.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코드개발 장원표 ’92.9.5- ’97.7.20 

4. 충대사고 분석코C 개발 김회동 ’92.9.5- ’97.7.20 

5.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의 노내외 실증실험연구 김상백 ’96.7.21- ’97.7.20 I 

6. 사고관리기법 및 쿄드개발 하재주 ’92.9.5- ’97.7.20 I 

7. 1단계 PSA 전산체제개선 김태운 ’92.9.5- ’97.7.20 

8. 2단계 PSA 기술개발 김동하 ’92.9.5- ’97.7.20 

9. 3단계 PSA 전산체제 개발 정종태 ’92.9.5- ’97.7.20 

본 보고서는 “왼자력안정성향상연구”의 “중대사고 분석코드개발” 최종연구보고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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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중대사고환석코드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척 및 중요성 

중대사고 분석코드 개발 연구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중대사고률 고려하여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설계되는 신형 

원자로에 도입되는 새로운 안전개념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중대사고 해석코드률 개선하고 개발하며 이률 통한 중대사고 해석 전산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천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는 중대사고 진행과정에 

대한 몰리.화학적인 현상의 이해와 사고과정을 정확히 얘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의 개발이 필수척이며， 또한 이러한 기술은 사고방지 및 완화뿐만 아니라 

썰계개선 퉁 원전 기술자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격납건물 파손위험을 

완화하고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사고 

판련 현상을 분석하고， 모옐올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도구인 전산코드률 

개발하는연구이다. 

현재 국내에서 문째시 되고 있는 충대사고 현상으로는 수소생성， 연소및 제어，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 원자로용기 하부 파손 기구， 노심용융물과 냉각재 반웅， 노심용융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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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이트 반용， 캐비티 침수 퉁이다. 이 연구과제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모멜을 

비교，검토 분석하고， 전산코드률 활용하여 실험결과률 해석하고 비교.검중하여 모헬을 

개션하는 둥의 연구훌 수행한다. 

수소연소 및 제어 연구에서는 화염 특성과 수치 해석코드률 개발하며， 중기폭발 

연구로는 팽창현상을 분석하는 모헬개발 연구와 실험결과률 해석하여 모텔과 

비교.검토한다.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하는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 연구로는 캐비티 

나포체적 해석율 위한 해석모멜 개발과 상관식개발율 통한 CONTAIN코드률 개선한다. 

한편 원자로 용기 파손 현상을 모의하기 위한 전산코드률 개발하고 원자로 용기 파손후 

캐비티로 분출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용현상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과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선진외국과 국제 공동연구협력율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실험 자료， 

특히， 빽분열생성물 거동 실험자료와 실제 핵연료 용융물율 이용한 실험 자료 둥을 

도입하여 모웰의 검증과 개발에 활용하며， 전산코드들을 도입하고 정비하여 중대사고 

해석 전산체제률 확립해 나간다. 

IV. 연구개발결과 

격납건물내 수소연소와 제어 연구률 위해서 먼저 수소 발생원， 수소 방출시간， 

방출형태， 이송， 혼합 둥의 연구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수소연소 분석모텔 개발 연구로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점화특성， 화염전파 특성， 이상연소 현상 둥을 모사할 수 있는 

수치 해석코드 COMFAC을 개발하였다. 또한 수소 방출시 격실내의 수소와 공기가 

혼합하는 과정율 가시화하였으며 수소농도 분포률 측정하였다. 수소완화 개념으로 

격실간 화염전파 방지 방안으로 소염망 첼치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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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방출된 고온의 노섬용융물과 냉각재 사이에 

급격한 열전달로 인한 냉각재의 순간척인 비풍으로 일어나는 중기폭발 현상 연구의 

일환으로 중기폭발현상의 마지막 단계인 팽창현상율 분석하는 모멜을 개발하였으며， 

기폰 해석쿄드인 IFCI 의 모멜율 분석하고 전파현상시 열수력척 파쇄 모멜율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OECD가 주판하는 ISP-39에도 참가하여 FARO L-14 실험을 모의하고 

전산쿄드와 비교.검중작업율 수행하였으며 외국의 해석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율 완화하기 위해 컬계된 새로운 안전개념인 캐비티 

나포체척 분석연구로는 기폰 해석모멜올 비교.검토하고 예비계산 풍율 통하여 모웰의 

한계성을 파악하였으며， CSARP 국제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구원을 Sandia 

국럽연구소에 파견하여 격납건물 쟁점해결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나포체적 

해석방안개발， Coherence ratio 상판식 종합분석 풍을수행하고 CONTAIN 51드에 반영하여 

나포체 척 효과률 명 가하도록 전산쿄드률 개선하였다. 

노섬용융물과 콘크리이트 반용분석 연구로 중대사고 실험연구와 판련하여 실험장치 

셜계.재착을 위한 예비계산 둥율 수행하였으며 전산해석 능력을 확보하였다. 톡히， 실제 

원전 캐비티에 대한 용용계산율 수행하여 MCCI 진행과정율 예측하였고 상부 냉각재 

주업에 따른 노섬용융물 충의 냉각 가능성율 고려하기 위해 노심용융물의 피막춤에 대한 

2차원 동척 모멜율 제시하여 피막충 형성과정율 분석하고 가스 주입효과롤 고려한 용융물 

거동 해석 모멜도 제시하였다. 

한편 원자로 용기 하부 파손현상온 이러한 노외 현상의 초기초건을 철정하는 주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파손기구톨 가능한 한 통일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에서의 열전달， 열변형해석， 탄성해석， 소성해석， 극한해석， 

크리프해석 풍의 해석 방법을 조합하여 연계혜석할 수 었는 유한요소 전산쿄드 CALF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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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하였다. 또한 이와 판련한 RASPLAV 및 CORVIS 국채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혜석연구에 중요한실험자료흩 입수하였다. 

중대사고 분석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둥올 

통한 협력이 펼수척이며 본 연구에서도 미국의 CSARP, 프랑스의 PHEBUS 프로그램올 

비롯하여 OECDINEA의 RASPLAV 프로그햄， 스위스의 CORVIS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해석에 펼요한 실험자료의 입수와 모밸개발， 중대사고연구현황 파악둥 다각적인 노력을 

기율이고있다. 

핵연료의 손상과정 및 핵분열생성물의 이송.방출 연구는 국제공동연구인 PHEBUS-FP 

프로그햄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일차계통의 에어로졸 칭전실험 해석， FPTO 빛 FPTI 

실험해석， ICARE와 MELCOR 전산코드의 모델 비교분석 둥을 수행하였다. 또한 PHEBUS 

프로그햄과 관련하여 3 명의 연구원이 프랑스의 C때arache 연구소에 따견되어 실험과 

해석에 참여하였고 새로 개발된 ICARE, ESCADRE 둥의 코드툴 도입하여 중대사고 분석 

능력을 제고하였다. 중대사고혜석용 전산코드인 CONTAIN, MELCOR 둥은 USNRC와의 

협력 아래 계속 수정되어 정비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개발한 ICARE, ESCADRE, 

SOPHAEROS 코드도 입수하여 셜치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사고관련 현상 분석에는 기존의 격납건물 분석 

전산코드인 CONTAIN 코드가 주로 활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률 개선하고 검중하여 

실제 원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율진 3 ， 4호기에 대한 CONTAIN 코드의 기본 입력은 현재 사업자인 KOPEC에서 

인허가률 위혜 활용 충얘 있으며， 향후 건셜될 차세대 발전소에서 국부 수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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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도 이률 용용하여 활용할 수 있율 것이다. 또한 수소연소 분석 모멜과 

관련하여 개발된 COMFAC 코드는 격납건물내 수소분포 및 연소하중 계산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격실내에서의 수소농도 분포 가시화 결과는 격납건물내 첨화기 

설치시 공학적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노심용융물과 냉각재 반웅연구의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실제 용융물을 사용한 

중기폭발 실중 실험에서 필요한 예비계산 및 이 계산올 근거로 한 압력용기의 

셜계에 활용할 계획이며 실중 실혐의 결과가 가시화 되고 이률 이용한 모옐개발 및 

검충계산 후에는 차세대 원전개발의 중기폭발현상 판련 분야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이트의 반웅연구 결과 중대사고시 MCCJ 해석 

농력을 확보하였으며 톡히 실제 국내 원전을 대상으로 한 웅용계산의 결과 및 노하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원전의 원자로 공동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용융물 

거동 혜석을 위한 2차원 전산프로그램은 l차훤으로 노심용융물의 거동올 해석하는 

기존의 중대사고 코드에 접목하여 노심용융물에 대한 더 상써한 해석의 수행이 가능하다. 

한편 원자로 용기 하부 파손 현상 분석을 위해 개발된 대LF 코드는 원자로용기의 

안전셜계기술， 원자로 안정성 명가기술 확립에 척용가농하며， gap에 대한 해석결과 

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비책 확보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산코드는 항후 수행될 SONATA 실험 둥을 위한 원전 사고현상 모의 실험의 

예비계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PHEBUS-FP 실험컬과는 외국얘서 도입되는 코드의 핵분열생성물 거동 모의모댈의 

검중과 국내에서 개발되는 코드의 모멜선정 및 검중에 이용할 수 있다. MELCOR 코드의 

입력작성 및 사고혜석은 기존발전소와 계획중인 발전소에 대한 중대사고 해석과 

사고완화률 위한 조치의 타당성 조사에 이용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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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Ie 

까le Development of a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πle 01끼ect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d establish a severe accident analysis computer 

C여e system so 잃 to resolve the current technical issues of the severe accident in the nuclear 

power plant and 잃sess the new safety features which w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o the 

future nuclear power plant. 

For the retention of the containment integrity and improvement of nuclear reactor safety 

against severe accident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physícal and chemical process of severe 

accident phenomena and be. able to assess the accident progression accurately using computer 

codes. Furthennore, it is important to attain a capability for developing techníque and assessment 

to이s for an advanced nuclear reactor design as well as for the severe accident prevention 뻐d 

mltigahon.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or preventíon 뻐d mitigation of the containment failure and maintaining the containment 

integríty during a severe accident, this research is towards to develop models and analyze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threatening the containment integrity. The current severe accident 

issues are hydrogen generation and combustion, direct containment heating, reactor vessel lower 

h앓d 뼈i1ure， fuel-coolant interaction, molten corium concrete interaction, and cavity f100ding. 

-11-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xisting models and develop analytical tools for the 

assessment of severe accidents through validation and comparison of diff농rent computer models. 

For the study ofthe hydrogen combustion and control, flame characteristics is investigated and 

a numerical analysis computer ∞de is developed. For the steam explosion research, development 

of a model for expansion phase model and analysis of experimental results have been perfonned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analyze the capture volume effect which is developed 

to mitigate the direct containment heating, analytical model and correlation equ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into the CONTA lN code. 

Furthermore, a computer code has been developed for the reactor vessel lower head failure 

삐삐ysis and the molten corium and concrete interaction process has been investigated after the 

reaαorve앓el failure. 

πJ.e expe꺼mental data generated in the large expe꺼mental facilities and integral computer 

codes, which is difficult to perfonn domestically, are obtained through the intem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grams and establish the severe accident analysis computer code system. 

IV. Results 

In the study of hydrogen bum and control, various models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hydrogen generation, release time and fonn , σansportation 뻐d its mixing. The computer code 

COMFAC was then developed based on the analytical models for hydrogen bum. The code is 

capable of simulating the ignition an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and abnonnal buming effect. 

Visualizaion of hydrogen and air mixing in the comp하tment were also 야ñonned while 

measuring the disσibution of hydrogen concentration. As a concept of hydrogen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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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quenching net was proposed 없 well, intending the prevention of flame propagation 

throu빼 the comp없tments 

Vapor explosion could occur during the severe accident due to the explosive ste없n generation 

resulting from the direct contact between high temperature melt and coolant. Three-f1uid thermal 

hydra비ic model was developed to model the expansion phase of vapor explosions. 깨e 

hydrodynamic 잔agmentation model was implemented to the IFCI after the detailed analysis ofthe 

mechanistic models used in the code. As a verification study FARO L-14 test was simulated using 

the IFCI, results of which being compared with those from other analysis codes. The study was 

performed while participating intemational standard problem ISP-39 hosted by OECD. 

As for the analysis of cavity with a capture volume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latest safety 

concept for mitigating the direct containment heating consequences, the existing related models 

were compared and their limitations were analyzed thorough pre-calc비ation study. A K.AERI 

staff, in the framework of CSARP intemational cooperative program, successfully carried out on

site research at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as a collaborative effort to resolve DCH related 

issues such as devising capture volume analysis method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s for 

coherence ratio. The important findings in this study were included in the CONTAIN code for the 

reliable estimation of the capture volume effects. 

The capability was consolidated for performing the computational 뼈alysis of molten corium 

Iconcrete interaction, executing pre-calc비ations necessary for devising the experimental 

ap뼈ratus. In partic비하， the progression of MCCI was simulated in case for the real pIant cavity 

through the application calculation. Two-dimensional model for the corium layer form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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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to account for debris bed quenching due to the coolant injection on the upper debris 

layer. 깨e corium behavior model considering the gas injection was also devi않d. 

Reliable prediction of reactor vessel lower head behavior during the core melt accident is 

crucial since it 앓ts the initial conditions for the ex-vessel phenomena that follow vessel failure. 

In this study, for the combined adaptation ofvarious failure mechanisms, the lower head analysis 

methods such as heat 뼈nsfer， thermal deformation, elastic 뻐d plastic deformation, 1빼it analysis, 

and creep were all considered, eventually developing finite element analysis code CALF. 

Participating intemational cooperative program RASPLAV and CORVIS also accumulated the 

experimental data for vessel failure mechanism. 

Intemational cooperative study is considered essential and is indeed very common in the field 

of severe accident research. Various endeavor has been made to compile experimental and model 

related data as well as to stay current as far as research trend is concemed, by participating 

CSARP ofUSA, PHEBUS ofFrance, RASPLAV by OECDINEA and CORVIS ofSwiss. 

The mechanisms for core degradation process and fission product release and σansportation 

were studied through the intemational program PHUBUS-FP. Aerosol deposition experiment, 

along with FPTO 뻐d FPTI , was analyzed while comparing the analytical model adopted by 

ICARE 뻐d MELCOR computer codes. Also for the PHEBUS program, three KAERI members 

had opportunities to join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earch at Cadarache Lab in France. 

The computer codes ICARE, ESCADRE and SOPHAEROS now became the important part of 

our severe accident analysis tools. The well-known computer codes such as CONTAIN and 

MELCOR are under continuous improvement through the conπact with USNRC. 

V. Proposal for Applications 

-14-



To investigate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threatening the containment integrity, the 

existing containment analysis computer code, CONTAIN, is pop비arly used. ln this study it is 

aim혀 to validate and improve this ∞de and apply to assess th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The utility company KOPEC has been using the base input deck of the CONTAIN code for the 

Ulchin 3,4 prepared for evaluation of hydrogen distribution during this study for Iicensing. 끼lis is 

also useful for evaluation of the local hydrogen concentration of the next generation power plant. 

The COMF AC computer code and model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will also be used to 

evaluate the hydrogen distribution and containment load during severe accident. The results ofthe 

visualization experiment ofthe hydro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 would be useful as a technical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igniter installation in the containment. 

The outcome of the moJten corium and cooJant interaction research could be appJied for pre

calculation and design of the pressure vessel necessary to the steam explosion experiment. 1t is 

also applied to evaJuate the steam expJosion phenomena in the deveJ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nucJear power reactor. 

The molten corium and concrete interactíon (MCCI) study has been performed successfully. 

As a result, the MCCI analysis capabiHty of severe accident has been estabJished. The expe꺼ence 

for analysis the domestic nuclear power reactor would be heJpful to design the cavity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The 2D computer program for molten corium behavior 

analysis could be implemented to the 1 D conventional computer code and more detailed analysis 

could be performed. 

The CALF code,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reactor vessel lower head failure analysis 

could be applied to the reactor vessel design and assessment of the reactor safety. 깨e analy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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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he gap an허ysis c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he mitigation of the accident when 

severe accident occurred. 끼le code, also applied to analyze the SONATA experiment which will 

be perfonned to develop the in-vessel retention strategy and similar severe accident analysis. 

까le PHEBUS-FP experimental results would be used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er codes and fission product behavior models implemented into the imported 

computer code such as MELCOR. 끼le preparation of INPUT deck and accident sequence analysis 

wiII be used for severe accident analysis of existing plant together with the future plant and 

f해sibility of accident mitigation strateg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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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3 *1 S+ ̂  Eflô l a}-& RUS] * a (ULCHIN . TLOFW) 263

3.6.25 3tf-g-7H ^ ^ S ] * ^ * 1 4 ?fl^*lSl HlH 264

3.6.26 VU594 VU79B<HH - J H H § # £ S ] « f l ^ l 4 265

3.6.27 ^-¥-f-21 ^rS.oll cfl^ MELCOR H-^Sj «fl^^2l- «lH 266

3.6.28 tfJff-^lNaOHoilolS**^ cfl^ MELCOR n # S l Sfl^^aj-HlH —267

3.6.29 ?fl«l^oflA^ « a ^ « * : 71^.^-f fi- i ^ - 57>x] ^ # 3 4 268

3.6.30 ?fla]^ofl^Sj ^ £ ^ 5 } - : 7 ^ ^ - f f- i ^ - 57>^ 7fl^V^4 269

- 2 8 -

그립 3.6.19 가압기의 SRV률 통한 냉각재의 방출률 (ULCHIN . TLOFW) ------------------- 258 

그림 3.6.20 핵연료(408)의 온도변화 (ULCHIN . TLOFW) ---------------------------…-------- 259 

그립 3.6.21 격 납용 기 내 의 압 력 변 화 (ULCHIN . TLOFW) ‘-----------------……-----…------ 260 

그림 3.6.22 격 납용 기 내 각 각실 의 냉 각수 무 게 (ULCHIN . TLOFW) ‘------……------… 261 

그립 3.6.23 위 치 와 형 태 에 따른 Cs의 분포 (ULCHIN . TLOFW) ------------------------------ 262 

그립 3.6.24 위 치 와 형 태 에 따른 Ru의 분포 (ULCHIN . TLOFW) ------------------------------ 263 

그립 3.6.25 격납용기내 압력의 측정치와계산치의 비교 ----…------------------_ ... ………-- 264 

그립 3.6.26 VU59와 VU79B에서 유체이동 속도의 해석결과 ----……------------------…-- 265 

그립 3.6.27 상부돔의 온도에 대한 MELCOR 그룹의 해석 결과 비교 ------------------------- 266 

그림 3.6.28 상부돔의 NaOH 에어로졸 농도에 대한 MELCOR 그룹의 해석결과 비교 ---- 267 

그립 3.6.29 캐비티에서의 압력변화 : 기본경우률 포함 5가지 계산결과 ---... --‘------------ 268 

그립 3.6.30 캐비티에서의 용도변화 : 기본경우률 포함 5가지 계산결과 -------------------- 269 

-28-



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에서 셜계기준사고를 넘어서 노심이 손상 용융되는 중대사고의 발생 

가농성은 매우 회박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방사능 물질인 핵분열생성물이 다량으로 주변 

환경으로 누출되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TMI-2 사고와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둥올 통하여 체험한바 있다. 따라서 원차력발전을 

흉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률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확보률 위한 중대사고연구는 노심의 손상， 용융올 거쳐 진행되는 

사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라.화학적 현상올 파악하고 규명하기 위한 실험과 이률 토대로 

한 혜석모델의 개발 및 전산코드의 개발.검중 둥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실험자료의 생산과 중대사고 혜석용 전산코드들이 개발되어 중대사고현상 규명과 

예측 및 사고완화방안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중대사고와 관련된 주요 현상은 NUREG-0956 둥에 잘 기술되어 있으며 이미 많은 

분야에 있어 커다란 연구성과률 나타내 보이고 있다. 코드개발 분야도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중대사고 문제 해결올 위한 적용 방안올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세부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최근의 중대사고연구는 

중대사고 현상 중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후기 노심손상과정， 중기폭발， 원자로용기 파손， 

노심용융물의 노내.외 냉각， 수소연소， 핵분열생성물의 거동 둥에 판한 연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연구과체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중대사고 문제 해결올 위한 해석기술 개발과， 

중대사고를 고려하여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설계될 신형원자로에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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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전개념을 분석하고 명가할 수 있는 기술 자립을 위하여 중대사고 분석코드률 

개선하고 개발하며 이률 통한 중대사고 전산체제률 확립하는 데 목표률 두고 었다. 

이러한 연구률 위하여 단계척으로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사고현상들을 

중심으로 기존 전산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모멜율 개선하고 캐비티 설계개선 둥에 

포함하고 있는 신안전개념을 명가할 수 있는 모멜율 개발하며 국제공동연구률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실험의 결과자료및 중대사고해석 종합 대형전산코드의 

도입과 검중계산을 수행하며， 그리고 종합객으로 중대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코드체제률 정립하고 중대사고 분석기술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대사고 실험연구와 사고관리연구와도 긴밀한 연계관계률 가지며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명가와 사고방지 및 완화방안 수립을 통한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수소연소빛 제어，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 원자로용기 하부 

파손기구， 노심용융물과 냉각재 반웅， 캐비티 침수(f1ooding) 퉁 현재 국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중대사고 현상올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쟁점사항올 중심으로 모델올 

비교.검토 분석하고 전산코드를 활용한 해석 및 검중 개선 퉁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 NRC와의 CSARP 프로그램， 프랑스 IPSN과의 PHEBUS 프로그램， 러시아의 RASPLAV 

프로그램， 스위스의 CORVIS프로그램 퉁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실험자료， 전산코드의 도입과아울러 기술개발능력 제고에도 노력올 기울여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I단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내용을 크게 

격납건물 관련 현상 분석및 모텔개발을 위한 연구와，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실험결과 해석 및 전산코드 검중연구로 나누어 3장에서 간략하게 기숱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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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어와 판련한 중요한 판심사항은 규제사항인 Active Core의 100% 산화시 

격납건물내 국부 수소농도가 초음속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 농도까지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률 위해 수소연소 및 제어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실제 원전에서 국부 

수소농도를 예측할 펼요가 었다. 또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lumped 쿄드로 예측된 

수소농도 분석 결과률 보완하기 위해 격실 내부에서의 수소농도해석이 가능한 수소연소 

모멜 개발과 수소농도 분포에 대한 실험적 고찰이 필수적이며， 발생된 수소연소률 

완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와 판련된 연구의 하나로 

수소연소와 관련한 주요 현상인 수소 발생원， 수소방출 시간 및 방출형태， 격납건물내 

수소분포 빛 이송， 혼합 풍의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개발된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실제 발전소인 울진 3.4호기와 같은 격납건물 모형에서 가상적인 충대사고가 발생할 

경우률 가정하여 격납건물내 수소의 이송.혼합 특성과 각 격실 내의 수소분포률 

분석하였다. 또한 수소연소 분석 모멜 개발연구로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점화， 

화염 전파， 이상(abnormal) 연소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수치해석 코드를 개발하고， 

수소 누출시 격실내에서 수소가 공기와 혼합되는 과정을 가시화하였으며 수소 

농도률 계측하였다. 또한， 수소완화 개념으로 격실간 화염 전파률 방지하는 방안인 

소염망 껄치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기폭발현상은 중대사고 시 고온의 노섬 용융물과 냉각재 사이에 급격한 열전달로 

인한 냉각재의 순간적 비퉁과 이로 인한 수중기의 폭발적 생성 현상율 일으키며 주변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율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고 시 최후 방어막인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기폭발현상에 판한 연구는 크게 현상 

자체의 이혜롤 위한 실험적 노력과 이률 근거로 정립한 해석적 분석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분석모웰은 결국 혜석코드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현상분석의 도구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폭발 현상인 예혼합， Triggering, 전파， 팽창 퉁 4 단계 현상 충 팽창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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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코드훌 개발하였다. 그 결과 초기 혼합시 기공률의 중요도률 발견하였으며 또 기폰 

해석코드언 IFCI의 해석모멜을 분석하여 전파현상 시 열수력적 파쇄모멜을 추가 

보완하였다. 검중계산의 일환으로 OECD/CSNI가 주도하는 국제 표준문제 ISP-39에 

참여하여 유럽공동체 연구소 (Joint Research Center)~ IRC-Ispra에서 수행한 FARO 실험 중 

L-14에 관한 모의률 수뺑하였다. 

원자로용기 하부 캐비티 내 나포체적의 셜치는 캐비티로 부터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되는 용융물의 량을 줄여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에 의한 하충을 완화 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EPRI 때D 에서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나포체적의 개념이 최초로 상용 발전소인 울진 

3 ， 4호기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나포체적의 셜치에 따른 정량적인 격납건물 직접가열 

하중 감소 명가가 필요하여 그동안 개발된 용융물 방출 상관관계식올 조사하고 

예비계산을 수행하였으며 , 중대사고 협동연구 프로그햄인 CSARP(Cooperative Severe 

Accident Research Program)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연구소인 SNL에 

연구윈올 파견 “ 1 ce Condenser 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점해결” 프로책트 

참가하게 하여 나포체적 해석 방안 개발. Coherence rat io 상관식 종합 분석 둥에 

대한 연구률 수행하였다. 

MCCI(Molten Cor힐Concrete Interaction)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시 용융된 노심물질이 

원자로용기률 파손시키고 하부의 원자로공동으로 떨어져 밑바닥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반웅함으로써 콘크리트률 침식시키며， 그 침식의 과정에서 반웅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콘크리트의 분해물들과 화학반웅을 일으켜 연소가능한 기체가 발생되는 일련의 

사고진행과정을 말한다. MCCI가 발생되면 격납건물의 바닥(basemat)이 크게 손상되고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화학반웅으로 발생한 다량의 연소성 기체와 비웅축성 

기체들이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되어 연소를 일으키거냐 또는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을 

-32-



급격히 중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중대사고시 작동되어야 할 격납건물내 안전관련셜비와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건전성 확보률 

위해서는 MCCI 현상과 관련하여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사이의 열전달 반웅과 관련 

현상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펼요하며 특히 MCCI 과정 중 발생하는 연소성 기체와 

비용축성기체들이 MCCI 과정에 미치는 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었다. 한편， 

현재의 예측모렐들은 과거의 실험결파들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스케일랭 (Scaling)을 비롯한 정확한 데이타의 산출을 유도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중대사고 분석용 코드의 경우 사용자 정의 변수률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어 이론적 모렐로서의 역할올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개발된 전산 

코드는 중대사고의 복잡한 진행 현상을 단순화 시킴으로써 개별 현상의 정확한 기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인 MCCI 

현상올 해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모멜들의 심도있는 검토와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MCCI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3 개년에 걸쳐 MCCI 전산 해석 

능력율 확보하고， 주요 실험에 대한 검중 계산을 통한 해석시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근거률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제 원전의 원자로공동에 대한 웅용계산을 수행하여 

MCCI 진행과정에 대한 해석 결과률 제시하였고 아울러 상부 냉각수 주입에 따른 

노심용융물 충의 냉각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심용융물의 피막충에 대한 2차원 동적 

모벨을 제시하여 피막충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스주입효과률 고려한 용융물 

거동해석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여 가스주입으로 인한 열전달중가 및 용융물과 가스의 

거동에 대한 연구률 수행하였다.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의 I와손기구에 대한 연구는 TMI-2사고이후 연구 개발자들의 주목 

을 받아 이에 대한 집중척언 연구가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가능한파손기구들을 독립적으 

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파손기구에 관한 모멜해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률 발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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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아칙도 모웰해석에 가정과 단순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부 

족하여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의 파손윤 용융 핵연료 

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하여 구조물의 온도가 상숭하여 파손이 촉진되므로 용융 핵연료로부 

터의 열전달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 및 규명이 명확허 이루어지면 원 

자로 하부구조가 국부변형 또는 전체변형 둥의 어떠한 파손기구가 될지률 예측할 수 있고 

파손의 방지책 또는완화책으로 냉각방법과시기률 결청할수 있다. 이러한원자로 하부구 

조의 파손기구률 완천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경우의 파손기구률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하며 이률 위하여는 많은분야에 많은연구자들의 연구， 협조 및 종합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파손기구를 가능한 한통일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 

적인 해석올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에서의 열전달， 열변형해석， 탄성 

해석， 소성해석， 극한해석， 크리프해석 둥의 해석방법을 조합하여 연계해석올 할 수 있는 

유한요소 코드률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사고 방지책 또는 완화 

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부터 사고시의 내부 또 

는 외부로부터의 냉각방법둥 사고의 완화， 지연방법 및 효과 둥을 제시할 수 었도록 

노력하였다. 

TMI 사고 이후 활발하게 수행되어온 중대사고에 관한 연구결과 SCDAP/RELAP5 [1], 

STCP[2], CONTAIN[3], MAAP[4] 퉁 많은 컴퓨터 코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용융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운에 

아직 중대사고에 관한 많은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심용융사고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성물의 방출.이동.침전에 관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최근의 중대사고 연구는 노심용융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의 누출량을 평가하는 

전산코드 개발과 이률 검중하는 실험이 주촉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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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나 쿄드개발올 수행하기에 앞서 국제풍풍연구훌 홍혜 이와같은 문채들을 

해결하고자노력하여 왔다. 

1984년 8월부터 U.S.NRC 주판하의 다국간 국채공풍연구인 중대사고 연구 

프로그램[5]에 참여하고 있는 본 연구소는 중대사고 실험과 전산쿄드 개발 및 검중율 위한 

현지 참여와 연구철과 입수 통율 수행하여 왔으며， MELCOR 쿄드[6]도 국제공동 연구의 

일부로 셜치.검중을 수행하고 충대사고 해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MELCOR 

쿄드는 STCP(Source Tenn Code Package) 쿄드의 이용에서 문채가 된 모웰과 쿄드구성율 

개선하기 위해 SNL(Sandia National 냐bor없ories)에서 개발중인 2세대 risk 쿄드로서 현재 

version 1.8.3 까지 개발되어 검중작업 중이며， MELCOR 천산쿄드의 특성， 구조 및 

셜치.검충계산에 대하여서는 이미 보고된 바 있다[7，8]. 아칙 MELCOR 쿄드에 포함되지 

않옹 중대사고 현상들얘 대하여서는 계속척인 현상연구와 모밸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모멜의 개발과 검중이 이루어진 이후에 쿄드에 절합시킬 얘정이다. MELCOR 

쿄드의 개발은 현재 중대사고 빼석에 이용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되어 있지만 아직 

쿄드에 포함되어 있는 모멸충에 를완전한 것톨이 많으므로 모웰의 비효율성과 주요 

중대사고 현상의 계산에 있어서 한쩨성율 지니고 있다. 따라서 MELCOR 쿄드률 이용한 

사고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코드에 척용된 현상모웰파 수치 해석방법의 한계성율 

잘 알고 있어야만 적절혀 이용합 수 었다. 국내에서는 1989년 ))웰 NRC로 부터 MELCOR 

version 1.8.0올 도입하여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VAX 6320 천산기종에 셜치하였으며， 

새로운 version이 나올 때 마다 교체하여 현재는 version 1.8.3율 SUN4/470 Workstation에 

셜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실에서는 MELCOR 코드의 검중과 더불어 실험 및 실제 

발천소의 중대사고 해석얘 척용시쳤융 때의 문채첨율 파악하기 위하여 1991 년도 후반기 

부터 고리 웬자력 발천소외 충대사고 빼석 [8]과 프량스의 PHEBUS 실험혜석 [7，8 ，9]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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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MELCOR 쿄드의 원활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입력지침서 [10]률 

작성하였다. 

PHEBUS 프로그램은 1979년 프랑스 CADARACHE의 PHEBUS 실험원자로률 이용한 

중대사고 연구률 계획함으로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각종 실험자료와 새로 

개발된 전산쿄드들을 입수.활용하기 위하여 1990년 부터 PHEBUS FP 프로그램에 가입 

공동연구률 수행하여 왔다.PHEBUS 실험로에서의 실험중에서 냉각재상실사고 (LOCA)와 

핵연료 거동(SFD)에 관한 실험들은 1990년도 이전에 이미 수행되었고， 현재는 

핵분열생성물의 거동(FP)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PHEBUS FP 프로그램에 계획된 

6개의 실험중 첫번째인 FPTO실험 [ll]은 1993.12.02 일 수행되었으며， 19976.7.26 일 

두번째인 FPTl 실험 [12]이 수행되었다.국내에서는 KAERI가 가입하기 이전의 실험인 SFD 

B9+[13]의 실험자료률 획득하여 실험해석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P 실험중 

처음으로 수행된 FPTO 실험의 실험 진행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실험해석을 

수행하였다. FPTl 의 실험에 대해서는 예바계산이 수행된 단계에서 측정자료의 도입과 

해석결과의 비교검토률 수행하고 었다. PHEBUS Program과 관련하여 3명의 연구원이 

프랑스의 CADARACHE 연구소에 파견되어 실험과 해석에 참여하였고， 새로 개발된 

ICARE, ESCADRE 풍의 코드률 도입하였다. 

-36-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성 향상올 위한 연구， 특히， TMI 및 체르노빌 

사고이후 노심이 손상.용융되고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어 방사능물질이 격납용기 대기 및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는 중대사고롤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중대사고 관련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중대사고의 

물리.화학적 현상 파악 및 규명을 위한 실험과 이를 토대로 한 해석모델의 개발， 

전산코드의 개발.검중 둥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실험자료의 생산과 

중대사고해석용 전산코드들이 개발되어 중대사고 현상 규명과 예측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최근의 중대사고연구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여 중대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대사고현상 중 불확실성이 큰 후기 노심손상과정， 중기폭발， 원자로용기 파손， 수소연소， 

핵분열생성물 거동 퉁의 연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격납용기 건전성 확보는 사고로 부터 주변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매우 중요하므로 

격납용기 파손 요인이 되는 현상의 불확실성 감소률 위한 연구와 핵분열 생성물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독자적 또는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해석모웰의 개발파 더불어 개발된 중대사고 전산코드의 검중.개선 연구도 병행하여 

꾸준혀 수행되고있다. 

국내의 경우는 그 동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인 

중대사고 연구협 력 프로그 햄 (CSARP: Cooperative Severe Accident Research Program)을 흥해 

선진국에서 수행한 실험결과와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률 도입하여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에 활용하는 풍 중대사고 해석 능력의 국내 정착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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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셜될 차째대웬전에 대한 중대사고명가 능력 및 도구 확보률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었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사고 현상인 수소연소 및 제어， 

노심용융물과 냉각재반용， 격납용기 직접가열，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 

핀자로하부구조 파손기구에 대한 연구현황과 실험해석 및 전산코드검중올 위해 수행되고 

있는 코드 개발 및 국제공동연구현황을 기술하였다. 

1. 수소제어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노심이 노출되면 핵연료 피복재인 지르코늄이 

수중기와 반용， 산화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발생된 수소가 격납건물내부에 농축되면 

수소연소 가능성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파룰 수반하는 폭발적 연소로 발전하여 

격납건물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수도 있어 중대사고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세계 여러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의 수소연소에 대한 연구결과로 부터 아음속연소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차 충격파률 동반하는 DDT나 초음속연소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기준 둥에 많은 관심올 기율이고 었다. 최근에는 초음속연소 발생 

방지률 위한 여러 가지 완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대형건식 격납건물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캐비티 모행에서는 여러 가지 수소제어 개념이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형건식 격납건물의 경우 격납건물 자유체적이 상대적으로 커 그동안 이들 발전소에 

수소제어 개념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나 실중실험 및 상세분석 결과로부터 첨화기나 

피동형 자동 촉매 결합기(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률 셜치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세계적인 점화기 셜치 현황은 표 2.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형건식 PWR 발전소 

보다는 격납건물의 자유체적이 작은 유형의 발전소 격납건물에 설치되어 왔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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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화기 보다는 PA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표 2. 1.2는 PAR애 대한 셜치 발전소 및 향후 

셜치 에정인 국가들율 보여주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 모의률 위해 수소 분포와 연소 해석올 위한 코드 개발은 필수척이다. 

혜석 코드는 수소방출，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수소 분포， 수소완화 수단에 의한 연소 

거동을 모의하는 데· 사용된다. 수소분포 및 연소 해석올 위해 lumped par뻐leter 코드와 

3차원 해석 코드가 개발되어 왔다. Lum뼈 parameter 코드는 주로 사고 시나리오률 

모의하는 데 상대적으로 짧은 계산 시간을 요하므로 많은 사고 경위률 해석에 사용할 수 

있지만 3차원 해석 코드는 관련 현상 모의률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특정 격실 및 

복잡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유용하다. 비록 두 종류의 코드는 각각 유용한 정보률 제공해 

주지만 해석의 한계률 또한 가지고 있다. Lum뼈 parameter 코드는 복잡한 연소 현상의 

모의가 불가능하며， 3차훤 해석 코드는 용용에 있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틀 코드의 

적철한사용올 위해서는 공학적 판단이 뒤 따라야 한다. 표 2. 1.3은 수소제어 및 연소현상 

모의률 위해 현재 주로 사용 중인 해석코드률 보여주고 있다. 

DDT 발생 기준을 정량화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실험적 연구가 있어 왔다. 현재까지는 

Sh야nan 둥이 개발한 방법 [14)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방법은 DDT 발생 가능성을 

혼합물의 반용도와 화염 가속 가능성 두 가지 변수의 합수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 W. 

Breitung 둥은 Reaction Zone Width9} Detonation C터IWi뼈1 개념을 도입하여 이론 및 실험에 

근거한 DDT 발생기준율 개발하였다[lS). 그럽에도 불구하고 아칙 고온에서의 DDT 발생 

가능성애 대한실험적 연구는계속진행 중이다[16). 

다음은 수소 완화에 대한 최근 OECD workshop의 주요 결론 사항으로 향후 수소제어 

연구와 관련하여 나아갈 방향율 제시하고 있다(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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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재어률 위한 새로훈 수단올 찾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피통행 자동 촉매 

결합기 셜치(PAR)률 고려하고 있으며， 이 때 점화기나 사고 후 가스 희석과 같은 

방법으로 보완하려 한다 . 

• 피통행 자동 촉매 결합기의 수소제거 용량은 약 l00kglh(격납건물내 20-60 units 

정도설치，이때 각 units은크기 및 위치에 따라다톰)정도로 대부분의 수소방출사고 

경위에서 방출되는 수소률 제어할 수 있으나 최악의 사고 경위와 같은 수소 

방출율의 제어는불가능하다. 

• 훈전중인 발전소의 PAR의 반영(back-fit)은 기 하학적 구조 및 운전제 한 조건에 

영향올 받기 때문에 격납건물내 PAR의 셜치 위치 셜정에 있어 공학적 판단은 

필수적이다 . 

• 촉매 성분은 PAR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PAR의 촉매 물질은 

정상 원전 모행 조건에서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적용을 위해 사고조건 관련된 환경 및 훈전 조건을 포함하는 전 범위에서 정량적 

시험을 필요로한다 . 

• 격납건물내 대기와의 수소혼합(회석)은 수소 위협성 완화률 위한 주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수소혼합은 공학적 안전계동인 뺀， 자연순환을 중가시커는 기하학적 

구조나 사고관리 방안 둥에 의해 향상 될 수 었다. 수소혼합 및 농도분포에 대한 

해석은 점화기와 같은 좀더 진보된 완화 기술의 효율성을 명가하기 위한 종합적 

방법이다 . 

• 첨화기 기술은 확립되어 있지만 전원공급 및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쟁점으로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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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기 위치 선정을 최적화하기 위혜 대표적인 사고경위에서 가스 유동 왜턴에 대한 

연구가필요하다 . 

• 사고 후 가스 희석(Post Accident Dilution)개념은 가눔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실제 

적용되었다고 보고된 쩍은 없다 . 

• 사고후 비활성화 가스의 주입(Post Inert Gas 1매ection)은 잘 확립된 기술이지만， 

원전에서의 적용을 위해 계속 개발 중에 있다 . 

• Lumped 코드와 3차원 코드의 동시 활용은 수소 완화 수단의 해석에 있어 계산 

시간을 최적화하고 선정된 복잡한 사고 경위들에 대한 해석적인 해결을 제공해 줄 

수았다 

• 난류연소에 대해서는 3차원 수소연소 해석코드가 필요하며， 실험과의 검중올 

필요로한다 . 

• 3차원 혼합 모멜율 검중하기 위해 대규모 실중시험이 필요하다 . 

• 여러 사고경위에서 수소분포 및 연소 거동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밝혀졌지만 

그러한 불확실성 규명이 수소 완화방안의 채택올 막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제안된 수소 완화방안에 대한 효능과 안정성 향상에서의 자신감을 

중진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불확실성의 감소노력이 펼요하다 . 

• 현재 여러 각국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실험 시셀들은 불확실성 및 코드의 검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 시셜의 계속적인 관리 및 활용은 

3차원 코드률 검중하기 위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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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적 화염 안전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륙성올 명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주로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연소현상율 이해하고 기폰 모멜을 이용환 격납건물 하중해석에 초챔올 맞추어 

진행되었다 [l8]. 그러나 정차 수소제어에 대한 쟁정이 아음속연소 보다는 초음속연소로 

바뀌면서 격납건물내 국부농도 분석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에는 격납건물을 4개의 

격실로 나뒤어 하중 및 연소 특성이 관찰되었으나 격납건물을 기하학적 톡성올 고려하여 

분할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약 ]6개 이상의 격실로 나누어 발전소에서 국부 수소농도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7]. 기타 수소제어와 관련한 완화 장치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점화기 및 촉매결합기 둥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었다. 

2. 노심용융물과 냉각쩨반응 연구 

원자로사고중 노섬 냉각기능상실시，노심은 용괴열의 누적으로 고용의 용융물 상태에 

이르며 이때 노심용융물은 노심 하부에 있는 냉각재와 열전달 반웅올 보인다. 또， 원자로 

하부용기 파손시에 이 노심용융물이 노외로 방출되면 캐비티에 있는 냉각재와 반웅할 

수가 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달 반웅이 급격하게 일어나 냉각재의 순간적인 

비동으로 인해 중기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중가할 수 었다. 이 중기폭발현상은 노내외를 

막론하고 격납건물을 포함한 주변 구조물의 건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철 수 있으며 

결국에는방사생 물질이 대기로방출되는사고로진전될가능성마져 있다. 

현재까지 중기 폭발과판련하여 다양한실험이 수뺑되어졌으며 이중주목할만한실험올 

보면 용융물 대신 고용의 S이id Particle을 사용한 실험과 직접 용융물을 사용한 실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S이id Particle률 이용한 실험에는 미국 Santa 8arbara 소재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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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수행한 MAIGCO 실험 [19]， CEA에서 수행한 BILLEAU실험과 FZK에서 수행한 

QUEOS실험이 었다 [20,21]. 이들 실험에서는 S이id Particle율 사용함으로써 현재까지도 그 

갱확한기구가밝혀지지 않온용융물의 파쇄현상을 주요 현상에서 제외시키고 냉각재와의 

열전달 및 운동량전달 현상 관찰에 그 목척율 두고 있다. 따라서 전체 현상 중 특히 초기 

혼합에 국한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실험율 통해 얻어진 주요 판찰 사향을 보면 우선 

Muhiphase Region에 상당량의 공기가 S이id Particle와 함께 냉각수로 유입되며， 또 Sphere 의 

온도가놓으면 상대척으로 냉각재 내에서의 낙하속도가중가함이 관찰되었다. BILLEAU 

실험에서는 용융물 대신 저온의 sphere 사용 시 소위 Inverted Mushroom현상이 

목격되었으며 MAGICO실험에셔는 얘상과 달리 반경방향의 팽창이 비교척 적어 주로 수직 

방향으로 낙하함이 판찰되 었다. BILLEAU실험과 MAGICO실험은 각각 MC-3D코드와 PM

ALPHA코드의 개발융 위해 수행된 실험이기도 하다. 용융물율 사용한 실험에는 JRC

Ispra에서 수행한 KROTOS 및 FARO실험과[22，23] Wisconsin대학에서 수행한 WFCI 

실험 [24] ， AEA에서 수행한 MlXA실험 [25，26] ， FZK의 PREMIX실험 [27] 그리고 ANL에서 

수행한 ZrEX실험 [28] 퉁이 었다. 이중 FARO실험은 2-D실험이나 초기 혼합 및 냉각에 그 

초점율 두었고 나머지 중기 폭발 판련 실험은 모두 I-D 실험이어서 2-D 관련 현상에 판한 

판찰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중 KROTOS 실험은 유일하게 중기 폭발 판련하여 실제 

용융물 (8~‘ uQ2 / 2~‘ ZI"Û2) 을 이용한 실험이나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의 경우률 

제외하고는 폭발척 반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WFCI의 실험 장치는 명창 시 

일(Work)율 측갱할 수 있는 장치가 고안되어 있어 Conversion Ratio의 측정이 가능하며 

ZrEX 실험은 비교척 Zircaloy 함유량이 많은 BWR및 CANDU형 태의 원전에 판심 있는 

자료률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FCI 관련하여 개발된 현상 분석 둥 전산 코드에는 l-D코드로 미국 Wisconsin 

대학에서 개발된 πXAS 코드[29] ， 미국 ANL의 THIRMAL 둥의 코드가 있다. 2-D 혹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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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놓을 가진 코드로는 미국 SNL의 IFCI[30], Santa B뼈ara 소재 Califomia 대학의 초기 혼합 

전용 코드 PM-ALPHA[3I)와 팽 창단계 모의 코드인 ESPROSE.m(32), 프랑스CEA의 MC-

30(33)둥의 쿄드가 있다. πXAS 쿄드는 SNL애서 개발된 열수력 코드에 FCI관련 모렐을 

첨가하여 개발된 코드로 모의 대상은 Fuel, Coolant Vapor, liquid 풍 모두 3 Field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Fuel Field는 La얽매i삐으로 모의된다. 초기 혼합 단계에서는 Rayleigh-Taylor 

Instability에 의한 용융물 파쇄모델이 이용되고 전파 단계에서는 열 파쇄모헬을 사용한다. 

THIRMAL코드 또한 TEXAS 코드와 유사하나 파쇄모옐애서 L하ge Wave Instability률 

포함하며 열 전달 기구에서는 Fi\m B이Ing Heat Transfer2t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세분화된 

모델이 이용되었다. IFCI쿄드는 SETS Method에 근거한 MELPROGIMOO 1 [34]를 이용 

FCI모헬율 추가하여 개발하였고 여기서 파쇄모델은 Pilch가 고안한 dynamic 

한agmentation모헬(35)과 파쇄현상에 관한 실험자료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PM-ALPHA 

코드와 ESPROSE.m 코드도 IFCI와 함께 Eulerian코드이 다. 역 시 3 Field로 구성 되 어 있으며 

수치해석은 SNL에서 개발한 K-FIX코드[36]에 기초하고 있다. MC-30코드는 유일하게 

용융물의 거동에 있어 Jet형태와 dropl하 형태에 대해 독립적으로 각각 Field률 셜정해 

모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4개의 Field로 구성되나 melt Jetotl 서 droplet 형성 시 

마oplet의 크기는코드의 입력자료에 의해상수로결정되는제한은남아있다. 

중기 폭발 코드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실험 시 측정 가능한 변수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검증 시 사용할수 있는 자료가충분치 못해 현재까지 정확한 결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자로 가상 사고에서 필연적인 실제 용융물올 사용한 자료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 있어 실제 용융물을 이용한실험 자료구축이 시급한실정이다. 

3. 격납건몰 직접가얼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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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칙접가열 현상은 여러 사고에서 1차 계통이 고압상태에서 원자로 

용기가 파손될 수 있음율 제시한 ZPSS[37]애서 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ZPSS에서는 격납건물 직접가열을 고압분출 및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부의 가스 

방출에 의해 용융물이 캐비티로부터 강력하게 격납건물로 방출.첨전되어 냉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숱하고 있다. 즉， 고압분출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부의 가스 

방출에 의한 용융물 방출이 격납건물 직접가열 사고롤 야기 시킨다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EPRI 후원 프로그햄으로 ANL과 미 원자력 위원회 (USNRC: US Nuclear 

Regulatory Conn i ttee) 후원 프로그램으로 SNL에서 캐비티로부터 용융물 방출에 

대한 연구률 시작되었으며 • SNL에서 수행된 SPIT-18.19실험에서는 방출된 용융물에 

의해 실험 시셜이 손상되었으며 , 이들 실험으로 그동안 간과해왔던 

고압분출/격납건물 직접가열이 웬전에서 격납건물 조기 파손에 매우 중요한 

인자라는 확인하여 판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격납건물 직접가열 연구에 관한 

초기 활동과 더불어 CLWG(Containment Loading Working Group)에서는 격납건물 과압 

요인을 가져오는 인자률 조사하였으며 , 보수척 계산(bounding calculation)은 전체 

용융물의 5Q11, 미만이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참여하여도 격납건물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격납건물은 셜계 륙성상 하중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고유 완화 

특칭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리적인 과정들은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하중을 

제한할 수 었음을 있었으며， 이얘 따라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하중은 재 

명가되기 시작하였다. 하중 완화 톡징으로는 용융물 입자와 대기와 혼합율 제한하는 

격납건물 구초， 캐비티내 또는 웬자로내 물의 존재， 격납건물 구조물로의 열전달 

둥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로 인한 완화 효과롤 그 당시에는 정량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고압분출/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점에 대한 많은 실험 

및 혜석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45-



NUREG-1150은 격납건물 직접가열을 초기 및 경계조건， 그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율 고려하여 확률론적 위해도 분석 (PRA Probabilistic Risk Analysis) 

방법에 의해 처옴으로 취급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단지 몇몇 제한된 발전소와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대한 자료 제한으로 예측된 격납건물 칙접가열에 의한 하중의 

타당성온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격납건물 칙접가열에 의한 위해도는 이 

보고서의 최종본[38]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톡히 , 고온관 노즐의 Creep Rupture에 

의한 자연적 갑압 현상은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위해도 갑소 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위해도를 챙량화 하는데 있어 모델에 대한 역학적 차이 (Mechanical 

Differences)와 불확실성 인자(Uncertainty Factor) 에 대한 상세한 취급이 위해도를 

줄이는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전소 개별 평가OPE: lndividual Plant 

Examination)에서는 확률론적 위해도 분석에 근거하여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을 

명가하도록 하였다. 

확률론적 위해도 분석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확활이 낮게 

나타난 것온 원자로 파손 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높게 폰재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즉，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자연적 갑압을 야기시키는 고온관 노즐의 

Creep rupture의 가농성은 부력에 의해 노섬 에너지가 고온관으로 분산되는 것을 

운전원이 인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매우 크다. 

최근 계통해석코드인 SCDAP /RELAP5의 해석결과 전원상실사고시 1차계통 압력의 

자연 갑소 가농성은 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사고시 

노심이 노출되면 가장 먼저 운전원이 원자로 냉각재 계풍을 갑압 시키도록 하는 

안내지챔 (Guidelines)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대한 위협은 ZPSS때 보다 훨씬 갑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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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훤자력 위원회는 또한 인위척인 감압과 자연감압에 관한 연구률 병행하여 

격납건물 직접가열쟁점에 대한 하중평가 연구률 계속하여왔다. 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 후원 실험프로그햄은 격납건물 직접가열에서 주요 물리적 과정올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축소실험(Scaled Exp.)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SASM

TPG(Severe Accident Scaling Methodology Technical Program Group)에 의 해 

개발되었다. 이 그룹에서는 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4가지률 추천하였다. (1)서로 다른 축소비에서의 대웅실험 (2)특정 캐비티 모형에 

대한 종합실험 (3)사고조건에 맞는 초기 및 경계조건 (4)기술 검토그룹에서의 

실험프로그램 Monitoring. 위의 4가지 조건에 따론 실험이 SNL(Sandi a Nat ional 

Laboratories)과 ANL(Argon National Laboratory)에서 각각 수행된 

종합효과실험 (Integral Effect Test) 실험이다. 

실험프로그햄에 맞춰 독립척으로 두개의 단순 물리모멜， 즉 TCE(Two Ce 11 

Equilibrium) 및 CLCH(Convection Limited Containment Loading)모멜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험자료률 평가하기 위하여 계통해석 코드인 MELCOR와 C뻐TAIN코드가 

사용되었다. 

한편，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점 종결동향으로 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점 종결과정에 대한 첫번쩨 단계는 NUREG/CR-6075 (39) (πle Probabi I i ty 

of Containment Failure by Direct Containment Heating in Zion)에서 시 작되 었다. 

이 보고에서는 Zion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확률을 

평가하고 다혼 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칙접가열 발생 확률율 명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재시하였다. 즉， 원자로 냉각재 계룡이 고압하에서 파손될 수 었다는 가정하에 모든 

가능한 사고 경위훌 포함할 수 있는 4가지의 사고 경위 (spl inter)률 포함하는 

방법론이다. 하충 환포는 TCE와 CLCH모밸율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각 사고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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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강도에 대한 분포률 넘지 않았으며， 격납건물 파손확률이 충분히 낮게 

나타났다. 

NUREG/CR-6075의 보완 자료[4이 (Supplement 1)는 Zion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점올 해결하기 위한 상세 검토(Peer Review) 과정 동안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사고 경위의 재 정의 및 working 그룹에서 지적했던 처음의 결론율 보다 강화하기 

위한 추가 계산을 포항하고 었다. 계산 초기 조건인 용융물 질량과 성분에 대한 

일판성을 확립하기 위해 상세분석 묘드인 SCDAP/RE내P5률 사용하여 노심용융 사고 

진행올 해석하였는데 훤자로내 Zr은 과거의 명가보다 더 산화되었다 NUREG/CR-

6015[ 41]는 NUREG/CR-6075 및 NUREG/CR-6075 supplement 1에 기술된 방법과 

사고경위에 대해 Surry 발전소에 대해 이루어 졌다. 하중평가를 위해 TCE 모델만 

사용되었지만 CONTAIN 묘드로 point 값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 졌다. NUREG/CR-

6338은 건식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Westinghouse 발전소(34개의 대형 건식 

격납건물과 7개의 저압 격납건물 (subatmospheric containment)) 에 대해 격납건물 

직접가열 챙챔에 대한 하중을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은 모든 

발전소에 매우 낮게 나타났다. NUREG/CR-6338에 포항되지 않은 CE(C빼bustion 

Engineering) 발전소와 1 ce Condenser 발전소에 대해서도 곧 보고서가 발간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관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해석적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42] • 용융물 방출이 캐바티 

모행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점차 실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실험율 수행하게 되었다. 실험은 특정 원전의 캐비티 모형을 대상으로 캐비티 모형， 

노심용융물， 일차측 가스의 체적을 일정 선형비로 축소하여 1차측 압력， 원자로 

용기 파손크기， 노심용융물질과 수중기 상사물 량을 변화시키며 캐비티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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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용융물의 량을 측정하여 초기 용융물에 대한 방출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국내의 실험은 모두 용융물 상사물로 상사물로 물 또는 Wood 

Metal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용 여러 기판에서 수행되었다[43.44.45J.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나포체적의 셜치는 캐비티로 부터 용융물 

입자의 방출을 줄여 격납건물 하충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EPRI URD 

5장에서 [46)에서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울진 

3.4호기에서는 나포체적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동안 나포체적을 가진 캐비티 

모행에 대해서도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4. 노심용융물과콘크리트반응연구 

MCCI의 복합적인 현상진행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내포한 주요 현상은 노섬용융충의 

형성 및 내부 충 사이의 열전달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접촉면에서 이루어지는 열 및 

물질전달， 노심용융물 금속성분의 산화반용에 의한 가연성 가스 생성， 방사성핵종의 

에어로졸 생성， 콘크리트 첨식， 그리고 상부냉각수 유입에 따른 노심용융물 충의 

냉각가능성 및 각질충 거동 퉁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이들 현상에 대하여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실험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으며 MCCI를 모사할 수 있는 상째 전산 

쿄드도개발되었다. 

현재까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실험 및 혜석 연구는 미국과 구 소련 그리고 독일율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미국의 정우 앓ldia National Laboratory 률 중심으로 MCCI 시 

전개되는 열수력학적인 현상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는데，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URC[47] (Transient Ur빼ia-Concrete Test) 프로그램으로， 원자로공동율 모의할 

수 있는 크기의 실험장치에서 금속 및 U(hIZr<hIZr 율 각각 노심용융물 모사체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반용을 조사하는 예측 실험으로서 모사체에 따른 콘크리트의 반용 정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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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충대사고 조건하에서 수행한 첫 실험이다. 둘째， SWISS[48]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노섬용융물 풀율 가열하면서 냉각수가 노섬파편충 상부에 존재하는 경우 금속물질의 

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웅올 실험하였다. 상부 냉각수의 MCC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며， SWISS-I과 SWISS-2로 구성되어 었다. 세째， SURC[49] (Sustained 

Urania-Concrete Test) 프로그램으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지르코늄으로 노섬용융물 

모사체률 구성하였고 앞서 실험과는 달리 용융물의 양올 변화시켜면서 실험올 

수행하였다. 

이흔적인 연구의 경우， 이와같은 실험들의 결과를 분석한 이론들과 함께， 실험결과률 

활용하여 검중올 수행한 모델들이 중대사고 분석용 전산 코드에 수용되었다. 노섬손상에 

따른 용융파편물의 거동올 분석하는 해석 및 안전규제용 코드인 MELCOR[6] 쿄드와 

IDCOR에 따른 종합적 사고진행을 다룬 MAAP[4] 코드에 MCCl 현상에 대한 모델들이 

포함되어 었다. 특히 MELCOR 코드률 이용하여 실험 원자로 및 상업용 발전소에 대한 

충대사고시 열수력학적 해석을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MCCI 현상의 상세 해석 코드인 

CORCON[50] 올 Cavity Package로 접 목시 켜 두고 있다.CORCON 은 MCCI 현상의 실제 적 인 

해석에 가장 접근된 상셰 해석용 전산 모델로， 그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MCCI에 대한해석적인 연구는 CORCON 코드를 중섬으로 개선 또는 개발되어지고 었다. 

독일의 경우， 중대사고 연구 실험계획인 KtK의 BETA[5I] 실험에서 v-^] 리즈를 통해 

MCCI에 대한 실험올 수행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WECHSL[52] 코드가 개발되었다. 

실험들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와 대규모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소규모 실험에서는 반웅의 

초기 조건들을 다양하게 변화시카면서 여러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BETA 실험은 

WECHSL 코드를 검중하고 MCCI로 인한 격납용기의 압력중가 및 건전성 위협여부에 

춧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소련에서는 1989년부터 시작하여 진행중인 소규모 

실험계획의 일환으로 노섬용융물이 7-15 kg, 출력이 1-3 kW/kg 인 실험을 비롯하여 몇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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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율 수행하고 있으나 본격척인 연구결과는 보여주지 옷하고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MCCI 혜석율 위한 소규모 실험을 계획， 수행하고 있으며 이률 

위한 예비 해석 철과[53]률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실험과 해석연구률 통하여 MCCI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들어 노심용융물 풀의 상분포는실험을 통해 많이 규명되었는데 

KfK의 BETA 실험에서 콘크리트의 용융점 온도에 따라 용융물 풀의 상(phase) 배치 다르게 

나타나는 것율 확인하였다. 낮은 온도에서의 용융물 풀이 성충화된다는 사실에 근거률 

두어 장시간동안 진행되는 MCCI의 경우 용융물 풀은 성충화 상태를 가정하였다. 또한， 

주요 실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coking efTect" 에 의한 CO2 개스의 분출이 상당히 감소함을 

정량적으로 밝힐 수 있었고 H20 가 H2 로 환원되는 효과도 실제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URC 실험을 통해 콘크리트와 노섬용융물 사이의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계수의 변화가 이 전에 추정 된 bubbJe modeJ 보다 nucleate boiling model 에 더 흡사하다는 

사실이 관측되었고， SWISS 실험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어 melt 로 부터의 

열전달계수는 nucleate boiling 을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혔다. SWISS 실험에서는 

노섬파편충의 상부에 냉각수 풀이 존재활 경우 그로 인해 콘크리트의 침식율과 가연성 

가스의 생성율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밝혀 내었고， 냉각수와 용융물 충 사이의 격 렬한 

반웅이 판찰되지 않아 중기스파이크나 중기폭발이 상황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추측되었다. 특히 SWISS-2 실험에서， 실험시작 후 1분이 지나 50cm 깊이의 냉각수 

충이 노섬파편충 상부에 위치하도륙 했을 때 격납건물 대기로의 에어로졸 분출율이 10 

내지 30 분의 l로 줄어들어 냉각수 충온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상당한 기여률 하는 것으로 

명가되었다.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른 반웅의 결과는 basaltic 콘크리트의 침식속도가 더 

크고， MCCI 로 인한 전체적인 효과에 미치는 콘크리트의 영향은 Iimestone 콘크리트가 

사고시 더 안전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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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I와 판련한 중대사고 현상들은 중대사고와 관련한 다른 연구분야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이며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단독으로 수행된 실험 결과와의 검중과 이를 반영한 

코드들간의 상호비교 평가룰 수행한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차이률 보여준다. 특히 

천산 코드의 경우 서로간에 매우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상호 사용하고 있는 

모멜간의 비교분석과 모펠인자에 대한 검중과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예률 들어 

노심파편충의 구조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기존의 전산코드에 사용된 용융물 

충의 모멜들도 일치하지 않는다. CORCON 코드에서는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용기에서 

훌러내려 원자로공동에 쌓였올 경우 초기에는 산화물질충이 금속물질충보다 무거워 밑의 

충을 형성하지만 나중에는 용해된 콘크리트 slag가 무거워 산화물질충이 금속물질충보다 

가벼휘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반면에 MAAP 코드에서는 노심용융물이 초기부터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MCCI 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노심파편충과 

콘크리트 접촉면 사이의 열 및 물질 전달올 해석하기 위해 여러 열전달 모델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예상 결과가 큰 차이률 보여준다. 열전달 해석에 사용된 각각의 

모헬에 따라 콘크리트의 침식정도， 노심용융물의 온도， 그리고 냉각가능성 퉁이 

결정되므로 중대사고 모사조건에 부합하는 해석모멸을 검중하고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험의 경우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사이의 접촉면 위치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개발과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가 상호반웅올 

하였올때 발생되는 기체와 방사성핵종의 정확한 양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원자로 하부구조 파손기구분석모델 개발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다양한 연구결과를 연구수행자들과의 회합 및 토론올 

거쳐 원자로 하부구조 파손기구 해석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의 연구내용은다양한원자로 하부구조의 파손기구률주로 이론해석이나단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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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으로 분석하여 종합화한 것으로， 각각의 모멜해석은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 연구. 개 

발되어 일일이 습득하기가 어려훈 형편이다. 

국내에서는 여러 연구실과 기관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에 대한 

검중에 어려옴이 있으며 종합화 되지않아 껄계기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에 

서는 원자로용 기 하부파손기구에 관한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연 

구진행에 기술적인 애로가 있고 외국기관에서의 정보입수도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분석코드도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기술에 적용하기가어려우며 체계적인 연 

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중대사고시의 파손기구의 다양성에 비추어 연구인력이 매우적 

은실정이므로 이에 대한연구는 저변확대가마진하였다. 

6. 실험해석 및 전산코드검증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 누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명하지 못한 현상들이 많다. 핵분열생성물의 거동분석을 통해 

중대사고사 방사선원항을 정량화하려는 노력으로 PBF-SFD, STEP, LOFT-FP 둥의 

노내실험과 MARVIKEN, DEMONA, HEVA, FALCON, REST 둥의 대규모 노외실험들이 

수행 되 었으며， MELCOR, SCDAPIRELAP, CONTAIN, MAAP, ICARE, CATHARE, 

ESCADRE 퉁의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TMI 사고 이후 USNRC(U.S. Nuclear Regulatory Commision) 주도하에 중대사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SNL, BNL, lNEL 둥의 국립연구소률 통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률 수뺑하고 았으며， 또한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중대사고연구 협력 

프로그햄(Cooperatíve Severe Accídent Re양arch Progr뻐 CSARP)율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었다.1984년 부터 당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CSARP에서는 중대사고 쟁챔들인 

노심용융과정， 원자로 하부 파손현상， 노심파편충과 냉각수의 반웅， 격납건물 직접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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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퉁애 대한 현안해결과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언 MELCOR, SCDAP/RELAP5, 

CONTAIN，퉁의 코드검중을수행하여 왔다. 

프량스의 경우는 CEA(Commissariat a 1’Energie Atomique)률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독자적인 대규모 열수력 실험과 중대사고 실험올 수행하여 왔으며(PHEBUS LOCA, SFD), 

1992년 부터는 유럽공동체와 공동주관으로 대규모 핵분열생성물 거통실험(PHEBUS FP)을 

진행중에 었다. PHEBUS FP 실험은 원자로내 핵연료의 손상과정 뿐만 아니라 일차계통 및 

격납용기내 핵분열생생물의 방출 이송 첨천 둥을 종합적으로 모의하는 종합실험으로 

단일실험 규모로는 새계 최대이다. 이와 아울러 PHEBUS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크고 작은 

개별효파 실험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열수력 해석코드인 CATHARE, 핵분열생성물과 

에어로졸의 이송과거풍올해석하기 위한 ESCADRE 동의 코드들도 개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원자력연구소률 중심으로 NSRR(Nuclear Safety Research Reactor) 

원자로률 이용한 노내실험과 ALPHA 실험시껄올 이용한 노외 중대사고 실험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열수력 코드와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과 이송에 

판한 코드들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부족한 연구분야률 보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1984년 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주축으로 중대사고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중대사고 규제를 위한 연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되고， 

가동중이거나 건껄 예정인 발전소의 중대사고 쟁점해결을 위한 방안이 한국전력기술(주) 

주판하에 이루어지며，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제주대학 둥에서 중대사고 

개별현상에 대해 실험과 코드로 현상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USNRC가 주관하는 CSARP에 참여하여 션진국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와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률 도입하여 국내 원천의 중대사고 해석에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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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 중대사고 해석농력의 정확화롤 추진하여 왔으며， 실험기술의 축적을 위해 INEL의 PBF 

실험 및 ORNL9l VI 실험에 참여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별효과 실험으로는 격납용기 

내벽에서의 용축현상 연구와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와 속도률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탁연구로 수행하였으며， 노섬손상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거동해석올 위해 

MELCOR 쿄드률 이용하여 PHEBUSFPTO 실험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다목척 연구로률 활용하여 중대사고 연구의 주요분야인 실중실험율 수행할 

예정이며， 이률 위혜 국내외의 노내 실험시셜 조사와 실험시셜 셜계률 위한 계획율 

수립중에 있다. 

표 2.1.1 수소 첨화기 셜치 현황 

국가명 격납건물 모형 발천소명 기타 

US BWRMark Grand Gulf, Perry, Clinton, Glow Plug Igniter 
RiverBend 

PWRIce 
Sequoyu빼， Cook， 

Suñace Temp: 1700 맡 
Condenser 

Catawba, Watts Bar 

Gennany PWR Backfitting of Hydrogen Licensing for all PWR Sp하k 
Igniter since 1991 Plug and Catalytic Igniters 

Finland PWRIce IVO at Loviisa 
Condenser 

Switzerland BWRM하k Leibstadt Make the Design 
Considering Severe 
Accident in 1982 

Canada CANDU Bruce, Dickering, Thennal Helical Coil Type 
Darlington Operate at 870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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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2 PAR 셜치 현황 및 전망 

국가명 셜치 발전소명 비고 

Belgium Doe l 6개의 발전소에 대해 추가로셜치 예정엄. 

Gennany 첨화기또는사고후비활성화가스주입과 함께 PARs을 
셜치를고려 중 

France 발전소의 Fleet속에 PARs의 사용올 고려 중 

US(EPRI) ALWRs에서 능동장치의 대안으로 PARs 셜치를고려 중 

표 2.1.3 수소 해석 코드 

코드명(Lumped Code) 개발국 코드명(3DC때e) 개발국 

WAVCO 독일，지멘스 FLUTAN 독일.FZK 

MAAP4 미국. FAI GASFLOW 미국.LANL 

CONTArN 1.2 마국. SNL 001꺼IC 미국. E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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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수소제어 

1.서론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번째는 

수소연소와 판련한 주요 현상으로 수소 발생원， 수소방출 시간 및 방출형태， 격납건물내 

수소분포 빛 이송， 혼합 둥의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발전소인 울진 3，4호기와 같은 

격납건물 모형에셔 가상적인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격납건물내 수소의 이송.혼합 

특성과 각 격실 내의 수소분포률 분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7]에 

기술되어 었다. 

국부수소 농도 분석을 위해 중대사고시 격납건물내부에서의 현상올 종합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CONTAIN 1.12 코드[3]률 사용하였으며， 울진 3，4호기 격납건물 모형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6개의 작은 격실로 분할하여 모의하였다. 각 격실에 농축되는 

수소농도는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전원상실사고와 중형냉각재 

상실사고 두 정우률 고려하였으며， 이때 필요한 I차측 열수력자료와 원자로 파손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 조성에 대한 자료는 MAAP3.0b 계산결과률 이용하였다. 격납건물내 

국부 수소농도는 훤자로 내부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율과 각 격실간 유로에서의 

유통혼실계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민감도 계산도 수행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7]]에서는 일반적인 첨화기 껄치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첨화기 젤치개념은 

첨화기률 이용하여 국부적으로 높은 수소농도률 줄이므로써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로는 수소연소 분석 모멜 개발연구[54，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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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예혼합기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소 화염 전파 속도에 대한 

자료률 획득 및 상판식 제사 

• 수소률 연료로 사용하여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캠화， 화염 전파， 

이상(abnormal) 연소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수치해석 코드률 개발하여 최소 

챔화에너지， 정상 연소 및 비정상 연소 과정에서의 화염 구조 둥을 계산 및 

분석 

• 수소 누출시 격실내에서 수소가 공기와 혼합되는 과정을 가시화하고 상용 

코드로의 해석 

• 수소 농도률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레일리 산란법 제안 및 이 

방법을 사용한 농도률 계측 

격실간 화염 전파률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소염망 셜치 방법을 제안 및 소염망 

셜치시 셜계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소염 거리 상관식 제시 

둥에 대하여 이루어 졌다. 

2. 수소제어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수소농도 분포해석 및 화염속도 모델 개선[7] 

(1). 개요 

충대사고연구에서 유일하고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TMI-2 사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노심이 손상.용융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수소가 발생하고 연소하여 격납건물내부 

압력을 급격히 상송시킨다. 또한 NUREG-] ]50 [39]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수소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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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과 더불어 일어나는 경우 격납건물율 조기얘 파손시킬 수도 있는 

주요요인이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의 발생은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노심이 노출될 때 핵연료 

피복재인 지르코늄이 수중기와 반용， 산화하여 발생하며， 또한 원자로 내부얘서 산화되지 

못한 용융물이 원자로 파손과 더불어 캐비티로 방출되면서 수중기와 원자로내에서 

산화하지 못한 Zr 퉁이 산화 반용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수소는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 격납건물 대기와 혼합하여 격납건물내 각 격실로 이송.혼합된다. 각 격실의 

수소농도는 수소의 이송.혼합 톡생에 따라 차이툴 나타내게 되며 국부적으로 수소농도가 

놓온 격실에서는 초옵속연소의 가능생도 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식 격납건물(Large Dry 

Containment)의 경우 아음속연소 (Det1앵ration)로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율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연소(Detonation)로 천이가 일어나(DDT 

Transition from Det1agration to Detonation) 충격파(Shock wave)률 수반하는 초음속연소가 

발생하면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이 크게 중가한다. 따라서 수소 이송특성을 고려한 

국부적인 수소농도에 따른 초음속연소 가능성 예측과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연소로 

천이과정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대형 건식 격납건물에 대해 기존 발전소의 규제현황은 lOCFR50.44에서 5% 

MWR(Metal Water Reaction)얘 의 해 발생 되 는 수소률 제 어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건껄될 발전소는 IOCR50.34(f)에서 노심(active core)의 Active Core의 100 % MWR을 

발새되는 수소롤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발생된 수소가 격납건물내에 균일하게 

분포하였율 경우 수소농도가 10% 미만이어야 하며，국부적으로 수소가 축적되지 않도륙 

수소제어 껄벼롤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EPR1도 후속기 부터는‘ 10CFR50.34(f)률 

따르기로 하였다. CE System 80+에서는 NRC lOCFR50.34(f)툴 만족시키기 위해 챔화기를 

껄치하고 있다[56]. 국내에서도 영광 3,4 호기까지는 DBA 규정을 적용하여 노심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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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R에 의해 발생되는 수소를 제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후속기인 울진 3，4호기 부터는 

중대사고 제어규정을 제정 및 적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점화기의 셜치률 위한 예비 작업이 국내에서도 진행 중에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연소와 관련된 주요 현상 즉， 수소 발생원， 수소방출 시간 및 

방출형태， 격납건물내 수소분포 빛 이송， 수소연소 모댈， 점화기 셜치 방법에 대한 연구 

현황을 종합하였다. 특히， 중대사고시 격납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CONTAIN 1.1 2 코드률 활용하여 울진 3.4호기에서 가상 중대사고가 

발생할 갱우 수소의 이송.혼합 특성과 수소분포률 분석하여 격납건물 건전성을 저해하는 

국부적인 초음속연소가능성을예촉하고자하였다.이러한 연구철과는수소제어를위한 

점화기 셜치위치 선정 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었다. 

수소연소 현상의 모텔에서 화염속도는 연소가 이루어지는 속도를 나타내며 화염속도 

변화는 격납건물 하중 크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CONTAIN 코드에서는 간단한 형상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화염속도 상관관계식을 

이용하고 있다. CONTAIN 코드에서는 초기 농도만 고려하여 화염속도를 모헬하고 있어， 

화염속도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진 가스 초기 온도 및 압력， 난류강도(Turbulence Intensity), 

화염에 의한 난류(Flame Generated Turbulence) 퉁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57]를 이용하여 온도빛 압력이 화염속도에 미치는 

효과와， 난류 강도(Turbulence Intensity) 및 화염 에 의 한 난류(Flame Generated 

Turb띠ence)률 고려한 모델을 CONTAIN 코드에서 모의 가능하도록 CONTAIN 코드를 

개선하였다. 이 모델은 약 수소농도가 9%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모텔은 

보고서[7] 부록 l 에 있다. 

(2) 주요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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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소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현황 및 규제 동향， 수소연소와 관련된 주요 현상인 

수소 발생‘ 수소방출 시간 및 방출형태， 격납건물내 수소분포 및 이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7]. 또한， 초음속연소률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점화기 껄치 

방법을 조사하여 청리하였다. 특히， 울진 3，4호기와 같은 격납건물내부에서 전원상실사고 

및 중형냉각재 상실사고시 수소의 이송.혼합 특성과 수소분포를 분석하여 격납건물 

건전성을 저해하는 국부적인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성올 예측하고자 하였다. 가상적인 

전원상실사고 및 중형냉각채 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부에서 국부 수소농도분석올 수행한 

전반적인결과는다음과같다. 

계산한 모든 경우에 격납건물하중 중가는 울진 3.4 호기 격납건물 껄계압력 

미만이었다. 

• 자연점화를 모의한 경우 1 1.400초에 중기발생기 격실에서 처음 연소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격납건물 하부 격실에서 간헐적으로 연소가 

발생하였다. 사고진행 동안 화염전파가 4번 발생하여 격납건물 압력을 

상숭시켰다. 

• 전원상실사고시 원자로 파손 후 30 분 경과 후 Zr이 완전 산화되었으며， 계산종료 

시간인 40,000 초에 수소 450 kg, 일산화탄소 14,000 kg이 생성되었다. 

중기발생기 격실에서 최대 수소농도가 약 11.0010로 연소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원자로내 산화율올 중가시킨 경우도 중기 발생기 격실에서 최대 

수소농도가 약 22%로 매우 크게 나타나 원자로내 Zr 산화율이 클수록 최대 

국부수소농도가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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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방출위치가 다른 져압사고에서는 원자로 주위 환형공간에서 수소농도가 

가장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캐비티와 캐비티 공간 사이의 문이 열리지 않아 

캐비티의 수소가원자로 환형공간으로만방출되었기 때문이다. 

최대 국부 수소농도가 나타나는 지역과 전반적인 유동형태는 유동 손실계수의 

영향율 받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수소농도의 크기는 경우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 

• 격납건물 하부에 위치한 격실과 상부에 위치한 격실사이에 수소농도 차이률 

보여줌으로써 충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CONTAIN 코드를 활용한 울진 3 ，4호기 국부 수소농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점화기 설치률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점화기의 썰치를 

위해서는 격실내에서의 첨화기 썰치 위치， 화염전파 모델， 화염가속 및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 연소로의 천이 현상 둥에 대한 보다 많은 민감도 계산과 쿄드의 한계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정도률 정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국부적인 초음속연소 방지 

대책으로는 격실간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며， 국부 수소농도가 높은 격실에 첨화기률 

썰치하여 국부적인 수소 농촉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향후， 격실간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격납건물내 구조물의 공학적 안전성을 고려한 유로 형성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초음속연소 발생 가농한 최소 수소농도의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채선된 모엘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7] 온도만을 고려한 충류 연소속도는 온도가 

중가합애 따라 중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도 및 수중기 효과를 고려한 경우 

수중기의 억 제효과로 다소 낮아지 는 것 을 알 수 있다. 난류률 고려 한 연소속도는 충류보다 

약 2-3배 정도중가하였으나온도가중가함에 따라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충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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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속도버 가 온도중가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이 다. 화염속도는 미 연소가스와 연소가스의 

밀도비얘 따라중가한다. 기존 CONTAIN에서는온도 및 난류청도에 판계 없이 화염속도는 

일정하나 개션된 모밸온 CONTAIN 모밸에 비해 20배 이상 중가하나 온도의 중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밀도비가 온도 중가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충류화염속도와 난류화염속도의 비는 stoichiomeσic mixtur벼수소와 산소가 이상적으로 

혼합되는 혼합물) 곤처에서 최대값율 가지며， 상온， 대기압 상태에서 최대값은 약 16 

청도이다[58]. Kumar 퉁[59]은 칙경 2.3m의 작은 튜브에서 연소 속도(8빼ing velocity)가 약 

20m까지 높게 측정된 갱우도 있었다. 

한편， 위의 모탤을 CONTAIN국드에 update하여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해 

예제계산을 수행하였다. 격납건물은 하나의 격실로 구성하였다. 연소가 발생할 때 

초기농도 조건은 가연가스 농도 12.39 %, 산소 7.51%, 수중기 55%, 질소 24.8%이며， 

가스의 온도는 391.8K 가스압력은 2.47E4 Pa이다. 기존 모옐을 사용할 경우 낮은 

화염속도로 약 50 초동안 연소가 발생하여 모든 수소가 연소된다. 그러나 update된 모멜을 

사용할 경우 화염속도가 매우 룰라 불과 약 2초 만에 연소가 완료되었다. 기존 모옐의 

갱우 약 7.5E5 Pa까지 압력상숭이 있었으나， update 모델의 경우 약 8.5EPa까지 압력상숭이 

있었다. 따라서 연소가 발생하여 화염속도가 매우 중가하여도 초읍속 연소로의 천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격납건물 건전성온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션된 모밸에셔 

처럽 화염속도의 급격한 중가는 DDT톨 야기시격 격납건물 건전성에 위협 요인이 된다. 

나. 수소연소 분석 모멜 개발 

(1) 개요 

수소 예혼합기의 연소 톡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소 화염 전파 속도애 대한 자료률 

획득하고 상판식을 제시하였으며 수소률 연료로 사용하여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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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화염 전파， 이상{abnormal} 연소 현상올 모사할수 있는 수치해석 코드를 

개발하여 최소 챔화에너지， 정상 연소 및 비정상 연소 과정에서의 화염 구조 둥올 

계산하고 분석하였으며， 수소 누출시 격실내에서 수소가 공기와 혼합되는 과정올 

가시화하고 상용 코드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점화기 설치 위치 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수소 농도률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레일리 

산란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농도를 계측하였다. 격실간 화염 전파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소염망 설치 방법을 제안하였고 소염망이 화염 전파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올 함을 보였다. 소염망 설치시 설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염 거리 상관식을 제시하였다[54 ， 55 1. 

{2} 연구개발 결과 

(가) 화염 전파 해석 프로그햄 개발 

기본적으로 연소 과정은 물질 전달 운동량 전달 에너지 전달과 같은 전달 현상 

빛 복잡한 화학 반웅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이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질량， 운동량， 에너지， 화학총에 대한 보존 방정식과 이상 기체에 대한 

상태방정식올 연립하여 풀어야 해석될 수 있다. 연소 과정 해석올 위해 고려하는 

화학 반웅 메카니즘으로써 수소/산소/질소 반웅에 대하여 41개의 기본 화학 반웅 

단계를 포함하고 12개의 화학총올 고려하는 반웅 메카니즘을 사용하였다. 수중기 

효과 연구률 위한 반웅 메카니즘으로는 Warnatz와 Modi f ied-Yetter반웅 메카니즘을 

사용하였다. 연소 현상의 수치적 모델링에 필요한 열역학적 물성치와 화학 반웅항의 

평가률 위하여는 CHEMKIN-II률 사용하였고 전달 물성치의 평가를 위하여는 

재ANSPORT PACKAG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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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웅이 수반되는 유동 문제률 해석하는 경우 연소실의 반경에 비해 

화염면이냐 압력파의 두께는 극도로 작아 좁은 구간에서 굽격한 해의 변화률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혜의 변화 정도에 따라 불균퉁한 간격올 갖는 

격자계를 구성하는 적웅 격자 방법 (adapt ive gr idding method) 올 사용하였다. 

정상 연소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냐 충격파가 존재하는 이상 연소 현상의 경우 

수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둥간격의 격자계로 수 DIII 정도의 

두께률 갖는 충격파를 풀기는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해로 얻은 각 독립 변수들의 

값이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 연소 현상의 해석올 위한 수치적 

기법으로 소산 효과률 갖는 인위적인 점성항 (artificial viscosity) 을 지배 

방정식의 압력 구배함에 추가하는 방법올 사용하였다. 

(냐) 수소/공기/수중기 예혼합 화염 의 전파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자유 전파하는 1-차원 충류 화염올 모델로， 산화제로는 공기 (아 : 

N2 = 1 3.762)로 하여 수소의 몰분율， 수중기의 몰분율 및 초기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화염의 전파 속도에 미치는 영향올 연구하였다. 

주어진 미 연기체조성비에서 화염전파속도에 관한 초기온도의 효과는 

지수함수척이다. 또한 그 지수는 상수가 아니며 최대 화엽전파속도가 되는 지점을 

경계로 서서히 감소한다. 수중기가 포함됨에 따라 앞의 온도지수가 중가함올 

수치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수중기의 영향을 지수함수내에 첨가하기로 하였다. 

일정한 온도에서 연료조성에 대한 화염 전파속도 곡선은 포물선 모양율 이루지만 

약간 비대칭적이며 수소/공기 화염의 경우 수소 몰분율 0 .42 근처에서 최대속도률 

보인다. 최대 화염 전파 속도률 나타내는 조성비인 0 .42 근처에서， 수중기의 분율에 

따른 전파속도률 해석하였다. 그리고 수중기가 포함된 경우 초기 온도에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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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수중기는 화염전파속도률 감소시키지만 단순한 

희석 기체로서가 아닌 화학반웅의 역할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률 바탕으로 앞의 두 가지 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수함수에 2차 

다항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수중기가 전혀 없을 때의 상관식도 만족시키며 

수중기가 다량 포함될 때도 상당히 근사하게 곡선맞춤(Curve Fi tt ing)을 할 수 있는 

형태률 이용하였다. 이식은 수중기가 포함된 경우의 화염 전파 속도의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 이상 연소로의 천이 현상 해석 및 detonabi 1 i ty 계산 

격실내에서 강한 점화기에 의한 DID(Direct Initiation of De tonation) 가 일어날 

가능성이 폰재한다. 이 DID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점화 에너지이므로 안정적 

연소률 위해서는 이 강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상 연소의 경우 국부 압력의 최대강이 

명형 압력을 훨씬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국부적으로 일정 시간동안 에너지가 

부가되는 경우에서의 몇가지 계산 결과， 주어진 연료/산화제의 당량바 및 초기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특정 부가 에너지 이상으로 과도하게 에너지를 가하면 항상 

데토네이션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어느 온도 이상의 열캠이 

국부적으로 폰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중기가 격실내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률 비교해 보기 위해 각각을 

혜석하였다. 수중기가 없는 경우는 작은 공급에너지에서도 이상 연소로의 천이가 

발생하였으나， 수중기가 폰재하는 경우에는 폰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롤 공급하여야만 이상 연소로의 천이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수중기가 존재하는 경우 수중기가 이상 연소로의 천이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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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장치의 하나인 챔화기로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충 하나가 천극 챔화 

방식의 챔화기이다. 천극 챔화기 셜계시 필요한 인자는 최소 챔화얘너지이다. 

더구나 수소의 챔화 에너지는 탄화 수소계 연료의 약 10~한의 1로 매우 작으므로 

챔화훌 시키는데는 벌 어려용이 없으나 지나치게 큰 챔화얘너지는 데토네이션율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소 놓도에 따라 최소 챔화 에너지 및 

데토배이션 천이에너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계산 결과， 예혼합기의 

농도가 당량비 근처로 접근함에 따라 최소 챔화 에너지와 데토네이션 천이 에너지 

간의 차이가 감소하므로 챔화기 셜계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라) 격실내 수소 분포 예측 

모멜 격실내로 분사된 수소 채트가 시간에 따라 격실내로 확산되어 가는 과갱율 

가시화하였다‘ 실험에서는 공기로 가득찬 격실에 헬홈을 분사하였다. 헬륨 분사 

속도는 0.2 , 0.5 , 1.0 m/s의 세가지로 하였다. 헬륨온 공기에 비해 분자량이 약 

8훈의 1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저속으로 분사된 경우애는 부력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분사되자마자 벽에 불어 격실천장으로 왜져나간다. 그러나 점점 

분사속도가 중가되면 판성력의 영향을 무시할수 없어 벽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제트의 형상율 띠게 된다. 이러한 가시화 사진으로 환단할 때 어느 경우에나 수소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챔은 수소가 분사되는 연애 인접한 격실 상부이다. 

여기서는 실험과 같온 모멜 형상얘 대하여 공기중에 수소가 분사되는 과정율 수치 

계산하였다. FLUENT 코드롤 이용한 속도와 수소 놓도 분포 계산 결과， 수소 분사 

속도가 저속인 경우， 분사 직후 수소는 벽면에 거의 불어 상부로 퍼져 나가며 

벽면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재순환 영역을 형성한다. 수소 분사 속도가 고속인 

경우에는 관생력의 영향으로 벽면에서 약간 떨어져 상부로 돼지며 재순환 영역 역시 

-67-



져속인 정우보다 벽면에서 더 먼 위치에 형성된다. 수소 농도 분포 계산 결과와 

앞에서의 실험 결과률 비교하는 것은 연료/산화제 조합이 다르므로 무리가 있겠으나 

정성적인 일치률 보임올 확인 할 수 있다. 농도 계측 결과와 속도장 계산 

결과로부터 최적의 점화기 껄치 위치툴 판정할 수 있다. 

(마) 격실내 수소 농도 측정 

격실내의 농도률 측정하기 위하여 레일리 산란법을 이용하였다. 초기에 격실 

내부는 정지하고 있는 부탄으로 채워져 있으며 여기에 헬륨이 분사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공기에 수소가 분사되겠지만 이룰 분자량비가 유사한 부탄/헬륨의 

조합으로 상사시켜 헬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부탄과 헬륨의 산란 단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순수 부탄의 신호는 순수 헬륨의 약 4배 정도이다. 혼합되는 경우， 시간에 

따라 급격히 신호의 크기가 순수 헬륨의 신호로 접근해 가는데 이로부터 분사후 

헬륨 농도가 급격히 중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몇가지 측정 지점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헬륨 농도의 변화 추이를 계측하였다. 이러한 농도장 자료와 더불어 속도장 

자료로 부터 최종 적챙 챔화 위치를 예측할수 있다. 

(바)소염 거리와 최소 점화 에너지 계산 및 점화 기준 해석 

수소 예혼합화염에 대한 소염 거리에 대한 자료는 참고 문헌에서 얻을 수 있으나 

다양한 조건에서의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소염 거리는 화염 전파 속도와 

관련짓는 근사식을 이용하고 압력에 따른 전파 속도 상관식올 구성하여 다양한 

조건(수소 농도， 수중기 농도， 초기 온도와 압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점화 

에너지 상관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률 이용하여 압력에 따른 최소 점화 에너지를 

구하였다. 전극 점화기가 아니라 백열 플러그 형태의 점화기률 사용하는 경우 

점화기 셜계률 위한 자료를 얻기위해 수소와 공기의 당량비 , 수중기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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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화기의 온도， 혼합 기체의 유풍 속도의 4가지 조건에 대한 첨화 기준을 

계산하였다. 수소와 산소의 당량비가 높을수록， 수중기의 함량이 척을수록jI영환의 

온도가 높을수륙， 분사속도가 느릴수록 연소가 잘일어 났는데， 연소가 일어냐는 

외부 유동 계수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 정도， 즉 깨 조건들이 연소얘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온도， 수중기 함량， 당량비의 순이었다. 여기서 당량비보다 수중기의 함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써 연소 반용 물질이 아닌 물질 충 산소냐 질소보다 

수중기가 연소에 보다 큰 영향올 미침올 알 수 있었다. 

수치 해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던 점화기의 온도 젤계를 위해 

당량비， 수중기 함량， 유풍 속도가 주어졌올 때 수소률 연소시킬수 있는 명판의 

최소 온도률 냐타낸 도표률 작성 하였다. 

(사) 두 격실내 수소 확산/점화 과정 

수소는 cavi ty 격실로부터 다른 격실로 확산 되며 , 많은 격실에 대하여 수소가 

넓게 분포하게 되면 연소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격납건물의 안전성 

문제률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수소가 확산되어 냐가기 전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먼저 연소시켜 소모시킴으로서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었다. 이 때， 발생한 

수소률 연소시킴에 있어서 격실에서의 혼합기의 상황 및 유동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의 예기치 못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염 (quenching)망을 점화 지역 근처에 미리 젤치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척정 위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실제의 격납건물내의 점화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서 모형 격실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가 공기로 

채워진 격실에 분출시킨 후 수소 확산 과정을 가시화하고 례이저 첨화원올 부과하여 

점화 륙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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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격실에서의 유동장 가시화 

실험에서 사용한 격실의 입구와 출구간의 위치 판계률 조합하여 보면 4개의 형상을 

가지는 것율 알 수 있다. 이 각각의 형상에 대하여 부력 (buoyancy force)의 크기가 

dominant한 경우와 판성력 (inertia force)의 크기가 dominant 한， 두 가지 유동 

조건에 대한 실험율 수행하였다. 이러한 부력과 관성력의 비 및 형상에 따라 수소가 

첫 번째 격실을 통과하여 두 번째 격실로부터 배출되는 시간이 달라진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outlet 의 위치가 격실의 위쪽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 격실에서의 수소의 농도 분포는 outlet 의 위치가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예혼합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애 좀더 긴 시간이 지나야만 예혼합기률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는 달리 outlet 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다면 예혼합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격실은 어떤 주어진 당량비의 

얘혼합기로 간주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점화 실험은 outlet 이 각각 

위쪽과 아래쪽에 형성된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 모형 격실에서의 점화 실험 

일반적으로 수소 화염의 경우， 희박 가연 한계 근처에서는 부력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화염이 위쪽으로 편중되어 전파되므로 연료가 연소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초기 압력융 높일수록 부력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또，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초기에는 화염면이 고른 상태로 전파되지만 

전파되는 과정에 미소 화염들이 성장하여 주름 화염 (cellular flame)으로 전파된다. 

이것은 확산과 열에 의한 불안정성 (diffusive - thermal instability)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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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유효 확산 계수의 변화에 의혜 화염의 구조가 변하는 것이며 수소가 다른 

연료에 비해 확산도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알려져 었다. 

수소의 화염 전파 속도는 당량비가 약 1. 8청도에서 최대 약 끊I/S정도로 일반적인 

탄화수소 연료의 경우보다 10배정도 빠르다. 뿐만 아니라 화염 전화률 막을 수 있는 

소염 거리 (quenching distance)도 매우 짧아 룡상의 얘쉬 (mesh)로는 그 전파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어률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롤 요한다. 수소 화염외 천파 

속도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소 농도 10.;의 경우는 화염 전화 속도는 50cm/s보다 

착으므로 압력의 중가에 따라 최대 압력에 이르는 시간도 갑소하고 수소 농도 15'. 

20.;의 경우는 기폰의 실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화염 전파 속도가 

50-100cm/s의 범위에 속하므로 탄화수소의 압력에 따른 화염 전파 속도의 경향과 

유사하다. 그러나 수소 농도 25'이상의 경우는 화염 전파 속도가 100cm/s이상으로 

압력에 대한 의폰도가 미미하여 진다고 알려져 있다. 

실험은 일단 초기의 유동장을 형성시킨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에 두 번째 격실에 점화원을 공굽함으로써 수행되었으며， 화염의 점화 및 첫 번제 

격실로의 전화 여부률 검토하였다. 앞에서 셜명한 바와 같이 outlet 부분이 격실의 

위쪽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와 격실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실험율 수행하였다. 만약에 두 번제 격실에서 형성된 화염이 첫 번째 격실을 통과한 

후 역화(flash-back)현상이 일어날 가눔성이 있으므로 첫 번째 격실의 inlet부분에 

mesh률 깔아야 하며 안전생율 위하여 꼭 펼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outlet 부분이 격실의 위쪽 부분에 형생되어 있는 형상에 대하여 판성력의 

크기가 부력에 비하여 큰 경우(Fr=1. 306)에 대하여 점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공급된 

유량은 25 .45 cm3/s이며， 초기 분사 후 약 3초 뒤에 레이져률 이용하여 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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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쩨 격실과 두 번쩨 격실 사이에 mesh가 없는 상태에서는 점화원이 공급된 두 

번째 격실로부터 형성된 화엽이 격실에서 circ비 ation의 형태를 가지며 계속 

전파되다가 첫 번째 격실로 순간적으로 이동하여 여기서도 화염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outlet 부분이 격실의 아래쪽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형상에 대하여 

관성력의 크기가 부력에 비하여 큰 경우(Fr=1. 306)에 대하여 점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Fr수가 작은 값에 대해서는 실험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유동 속도가 

느리면 당연히 역화가 일어나 화염이 첫 번째 격실로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장 면에서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비하여 첫 

번째 격실에서의 혼합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점화 실험에 있어서는 초기 

유동장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첫 번째 격실에서의 예혼합기의 당량비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inlet에서의 유동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많은 양의 수소로 공기률 

멀어내고 첫 번째 격실을 채운다면 수소의 가연 한계를 벗어나 두 번째 격실로부터 

화염이 전파되어 오더라도 화염이 첫 번째 격실에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격실에서의 화염 형성이 잡힌 것은 가연 한계 근처의 당량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염이 일단 형성된 후， 화염이 다른 격실로의 

전파률 살펴보는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화염이 형성되도록 분출 시간을 조정하여 

실험하였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격실에서 형성된 화엽이 수소의 빠른 

화염 전파 속도로 인하여 첫 번째 격실로 특별한 지연 없이 바로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염을 형성시커는 점화기가 셜치될 격실에서 다른 

격실로의 화염의 전파는 특별한 기하학적인 형상의 제약만 없다면 항상 전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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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격실로의 화염의 천파훌 막을 수 있는 수소 화염얘 알맞은 

소염망의 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실험을 근거로하여 중대 샤고시 격실간의 화염 전파률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염망의 셜치훌 제안하고 이의 적정 위치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소염망 설치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 선정한 단순한 모멜 격실내에 점화기률 셜치할 때 다론 격실로의 화염 

전파률 방지하기 위해 소염망을 얼치하는 방안이 타당한 지률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점화 후 형생된 예혼합 화엽은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격실내로 화염이 

전봐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률 막아야하며 이률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소염망을 첨화기 주위에 셜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수소의 소염 메카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정체점 

유동장을 기본 모멜로하여 소염 특성을 연구하였다. 난류 화염은 이러한 충류 

소화염들의 집합체로 생각할 수 있다. 여러 당량비에 대한 소염 특성을 조사하였다. 

변수로서 스트혜인 율을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반웅물이 화염 지역에 머무르는 특성 

시간의 역수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스트레인 율이 중가하면 잔류시간이 감소하여 

반용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반웅물이 누출되므로 화염 강도가 낮아지게 되며 어느 

이상 스트레인 율이 중가하면 소염이 일어나게 된다. 당량비 근처로 갈수록 소염 

스트레인율이 중가한다. 열손실이 존재하는 정우 온도 감소로 인한 반웅율감소 

(화염 강도 감소)로 작은 스트혜인율에서도 소염된다. 소염망 셜치시 소염망은 

열손실과 라디칼 손실을 일으커고 소염망 근처에서는 정체점 유동장과 유사한 

유동장이 형생되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소염을 일으키는 열손실량과 스트레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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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는 소염망의 위치 및 소염망 메쉬 간격을 결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모댈 격실에 소염망을 셜치하여 화염 전파 톡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률 검토하였다. 격실과 격실 사이에 소염망이 셜치되어 있지 않은 

정우， 화염은 예외 없이 한 격실로부터 다른 격실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럽 화염이 다른 격실로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염망 셜치롤 고려하였으며 이 소염망은 화염의 전파률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걸론 및 향후 연구방향 

가상적인 전원상실사고 및 중형냉각재 상실사고시 격납건물내부에서 CONTAIN 코드를 

활용한 울진 3，4호기 국부 수소농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원자로하부 캐비티에서는 원자로 

파손시 노내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수소가 급격하게 방출되어 수소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산소농도가 매우 낮아 연소 가능성은 회박하였다. 그러나 전원상실사고의 경우에는 

중기발생기 격실에서， 중형냉각재 상실사고 경우에는 원자로 주변 환형공간에서 수소 및 

산소 농도가 높아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민감도 계산결과 

원자로 내부에서의 지르코늄 산화율과 격실간 유통 손실계수는 최대 국부 수소농도의 

크기 및 도달 시간에 영향을 미치나 수소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격실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으며， 원자로 파손 후 각 격실의 수소농도는 차이률 보여 충화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챔차 균일화되었다. 이 결과는 챔화기 셜치률위한기초자료로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챔화기의 설치를 위해서는 격실내에서의 첨화기 설치 위치， 

화염전파 모멜， 화염가속 및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 연소로의 천이 현상 둥에 대한 보다 

많은 민감도 계산과 코드의 한계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정도률 정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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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내부에서 국부적인 초음속연소 방지 대책으로는 격실간의 유동율 원활하게 

하며， 국부 수소농도가 높은 격실에 첨화기률 셜치하여 국부적인 수소 농축율 방지하는 

방법이 있올 수 있다. 향후， 격실간의 유동을 웬활하게 하기 위한 격납건물내 구조물의 

공학척 안천성을 고려한 유로 형성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한 최소 수소 농도의 규명， 첨화기 셜치 위치 선정 둥에 대한 보다 체계척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소연소 분석 모댈 개발과 관련하여 제안한 화염 전파 속도 상관식은. 다른 

기폰의 중대사고 분석 코드들과의 철합율 통해 종합적인 안전성 명가 및 분석코드률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화염 해석 쿄드률 활용하여 

챔화기 셜계률 위한 자료률 획득할 수 었다. 농도 분포 과청 및 청량적 농도 계측율 

위해 본 연구에셔 제시한 상용 코드 및 광학적 계측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화염 

천파률 방지하는 한가지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듯이 소염망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염망 셜계 자료로서 소염 거리 상관식율 활용하고자 한다. 향후 수소제어률 

위한 수단으로 화염전파롤 방지하는 소염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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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심 용융물과 냉각재 반웅 연구 

1. 서론 

중기폭발현상은 일반적으로 초기혼합， triggering, 전파， 팽창 풍의 네 단계로 나뉘어 

진다. 첫 단계인 초기혼합 (Premixin없 과정에서는 고온의 노섬용융물이 냉각재에 

진입하여 칙경 약 1 cm 정도의 덩어려로 분리되는데， 이 분리된 노섬용융물 주변에는 

막비풍(film boiling) 이 형성되어 사실상 냉각재와의 열전달효율은 그리 크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은 보통 1-2 초 정도 유지된다. 두 번째 과정인 σigge꺼ng 단계에서는 

초기혼합 과정에서 형성된 노섬용융물 주변의 막비둥의 막이 파괴되어 

노섬용융물과 냉각재 사이의 열전달 효율은 급속히 중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부적으로 냉각재는 비풍하여 중기화하고 결국 압력도 상숭하게 된다. 이 과정의 

중심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막비퉁의 막 파괴는 외부에서 오는 압력파에 기인하거나 

혹은 비둥막 자체의 불안정 (instability)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πiggering 

단계는 다음 단계인 전파(propagation)로 이어지는데， 전파단계는 πiggering 의 공간적 

연속현상으로 이 혜할 수 었다. 즉， 초기 미ggering 장소에서 나타난 고압의 중기 는 

주변에 위치한 노섬용융물 덩어리로 압력파률 전달하게 되어 또 다른 비퉁막 파괴와 

이로 인한 중기 발생올 야기한다. 이 반복현상은 공간적으로 전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중요한 현상으로 분말화률 틀 수 있다. 여기서 분말화는 

초기혼합 시 형성된 노섬용융물 덩어리의 분말화률 일걷는데， 이 현상은 

노섬용융물과 냉각재 간의 열전달 면척올 극도로 중가 시켜 사실상 폭발적 중기 

발생의 중심적 역할올 한다 할 수 있다. 전파 단계는 보통 10-Ó 초 정도의 극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서 이 과정중의 팽창은 보통 무시된다. 다음은 중기폭발 

현상의 마지막 단계인 팽창단계로 전파단계에서 형성된 고압의 중기， 분말화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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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용융물 그리고 물 둥의 혼합물이 주변으로 팽창하여 실질적으로 주변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올 미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중기폭발은 그 현상 자체가 극도로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므로 물리현상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특히 

고압의 형성과정인 전파 단계의 분말화에 대한 현상적 이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중기폭발현상분석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즉 팽창단계 모의코드 

개발， IFCI 코드 분석 및 열수력 파쇄모델 그리고 국제표준문제 ISP-39에 참가하여 

수행한 코드 검중계산둥에 관하여 기술한다. 

2_ 팽창단계 모의 코드개발 

가.보폰방정식 

팽창단계의 기계적 해석올 위한 열수력은 기본적으로 질량과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팽창하는 혼합물질은 세가지 

유체형태로 분류하여 모의할 수 있다. 기체상태의 냉각재와 비용축성 기체의 

혼합물올 첫째 유체로 보고， 액체상태의 냉각재와 분말화 노심용융물의 혼합물올 

둘째， 그리고 비분말화 노심용융물올 마지막 셋째 유체로 본다. 이들 세 유체를 각각 

첨자 I부터 3까지로 표시하면 질량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유체 I 

호(a\p\)+V-(a\p\U\)=J2 \ -J\2 
θt 

• 유체 2 

옳(a2P2)+V-(a2P2U2)=J\2 -J2\ +J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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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3 

옳(a3P3) + V. (a3P3낀3) = 허 

또한， 유체 l과 2에 각각 포함시킨 비웅촉성기체와 분말화용융물에 대한 질량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비웅축성 기체 

흐(Z aa\p\) + V . (Z aa\p\ÙJ ) = 0 
131 

• 분말화 노섬용융물 

융(Zda2P2)+ V.(Zda2P파 )= ι2 

여기서 q는 각 유체의 체적률을 나타내며 p는 밀도률 그리고 U 는 속도률 나타낸다. 

J 값은 질량 변환율을 표시하는데 예률 들면 J21 는 단위 부피당 유체 2에서 유체 

l로 변하는 율 즉 중발율이 된다. 마지막으로 x는 질량훌율 나타내며 하첨자 a 와 

d는 각각 버용축성기체인 공기와 버환말화 용융물을 표시한다. 

한편 이 세 유제에 대한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유체 l 

융(aIPIÙI)+V.(a꽤다)=-aIVP+a\PI홍 +K12따ψ1) 

+K\3(U3 -U\)+J2P2 -J2PI 

+f;2 융(U2 -U1 )팩 융(U3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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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2 

융(a2P2U2)+ V' .(a2P2U2U2) = -a2 V'P+ a 2P'lg+ K 2,(U, -U2) 

• 유체 3 

+K깅(U] - U2) - J 2,U2 + J 2,U , + J]2U] 

+전l 융(디 까)+감￡파디2) 

융(a]p]피 )+V' .(a]pp꾀)= -a]V'P+a]p]홍 +K]，(디 -ú]) 

+ K ]2 (U2 -U])- J ]2U] 

+건l 숭(U， -U])+ 껴넓(U2 -U]) 

마지막으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유체 l 

~ _ôa , _~ 
:. (a ,p ,I ,)+ V' .(a,pPJ,)= -P--:' -PV' .(ap,)+ R. (낀 - 낀 ) 

ôt 

+ R. ](T]- 낀 )+(J2, -J'2)Hg_ 

• 유체 2 

~ _ôa. _~ 
:. (a2P212)+ V' .(a2P2U212) = -P --:옥- PV' .(a2U2)+ ~i(낀 -건) a 

+Rn(견 -건 )+(Jl2 -J21)HIlt +J32HF 

• 유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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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ñ 一 ôa , 一
융(a)p)김)+ V.(a)p)U꾀)=_P- -，: J -PV.(웹)+껴.(낀 껴) a 

H F =(즈 + 13 ) 이다. 
p) 

+~2(Tz -I; )-JnHF 

위 방정식에서 a , p, U, P, 1 는 각각 체적률， 밀도， 속도， 압력 그리고 내부에너지 

이며 x는 질량률을 나타낸다. J는 질량변화율을 나타내며， 예률 들면 J.2 는 액화율이 

된다. 한편 K는 운동량 전달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R은 열전달 변수가 된다. 이들 J, 

K, 그리고 R 값은 차후에 기술할 유통양식에 따라 각각 그 값이 결정된다. 

나. 유통양식 

다상유통은 경계면의 형태에 따라 그 유통양식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 유통양식 

또는 유통형태는 일반적으로 상간의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전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는 경계면의 형태나 운동을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각 유통 양식에 따라서 상간의 반웅이 주어진다 2상 유통의 경우 유통양식의 

결정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심도 있게 이루어 졌으나 그 이상의 다상유통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팽창단계의 해석을 위해 비분말화 노심용융물의 체적이 0.6 이하라 

보고 다음 세가지 유통양식을 모웰랭 하였다. 

a. <03 기 포류 (Bubbly Flow) 

03 ::S;; a. < 0.7 처 언 류 (Chum-turbul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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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7 분산류 (Dispeπed Flow) 

여기서 a. 은 a. /(a. +a2 )로 정의 된다. 

기포류와 처언류의 경우 기포직경은 Taylor 불안성과 수력학적 불안성(hydrodynamic 

instability)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B=m+~선 P2)- P.1앓 ú.12 .. -cr σ 
여기서 6 는 표면장력을 나타내며 Wecr 는 임계 웨버수를 그리고 나머지 기호들은 

앞서 기술한 보전방정식에서의 의미와 같다. 분산류의 경우 액적(droplet)의 직경도 

이와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Wecr 의 값은 12가 된다. 

다. 상간교환 (interphase exchange) 모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폰방정식 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면(interfacial area)을 

통한 질량， 열 그리고 운동량 전달에 대한 변수 J, R 그리고 K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열 및 질량교환 모델 

앞에서 기술한 보존방정식 중 Jij 은 단위 부피 당 계면 질량속 (mass flux)을 

나타내며 Rij 는 단위 부피 당 열전달 계수를 나타내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J" =';'"Q '.J --'.J 

Rυ = qj.J Qj.J / (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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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분말화 노섬용융물과 액상의 냉각재간의 열전달올 살펴보면 기포류와 

처언류의 경우 액상 냉각재(유체 2)가 연속상 이므로 기체(유체 1)와 노심용융물(유체 

3)과 직접 열전달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4'u = 0 

또， 기포가 균퉁한 크기률 가졌다고 보면， 

‘
찌-
m
%
 

a 

액상 냉각재(유체 2)와 비분말화 노섬용융물(유체 3) 사이의 열교환은 막비둥과 

복사열에 의하므로 4'2.3값은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4';,3 = hc(T2 - 건) + 0'，&(강 - 텀) 

h_ = 2.9sf P\k\(밀 +0.68다\1 TSQ/ - 건1)1다 - 끽lT 
DFI I:찌-건 

한편， 분산류인 경우에는 기체가 연속상 이므로 유체 2와 유체 3 사이에 

복사열전달 만올 고려하면 된다. 즉， 

3 = min(훨，활) 

4'2,3 = ~，3(긴 - 건) 

~，3 = O',&D(T2
2 + 양 )1 긴 - 끽| 

액상 냉각재와 기체상과의 열전달 및 질량변환은 다음의 식으로 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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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낀 -낀)-~.2 -~(낀 -간)= 0 

여기서 T， 는 액상 냉각재와 기체상과의 경계온도 이며 ~.2 은 이들 경계면 사이의 

질량속 이다. 

(2) 운동량 전달 모델 

노심용융물(유체 3)은 항상 불연속이므로 액상 냉각재(유체 2)와 기체(유체 

1)간의 drag는 

3 _ IU. -U2 1 

τ a.P2CD 1 -1 , a. < 0.7 

K1.2 = K2.I = ’ ‘ -B 

'1 IU.-U、 l
긍 a2PlCD」r」l ， aI 20.7 

’ ‘ -D 

여기서 drag 상수 CD 는 Ishii와 Zuber 모델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편， 노심용융물이 

액상냉각재 그리고 기체와 직접 반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간의 운동량 

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IU. - U, I 
KI.3 = K3 .1 = 긍a3PlalCD 」:」 

l ‘ 'F 

'1 IU‘ -U, I 
K 2.J = KJ.2 =감3P2(1- a.)다 -1 

-'-J F 

라. 에너지 변환 

중기폭발현상은 사실상 고온의 용용물의 열 에너지 일부가 기계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계 에너지로의 변환비(Conversion Ratio)는 중기폭발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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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CR = -k ... c 

E야em해l 

여기서 EJ: 는 총 운동에너지 이며 K 는 중기폭발 시 팽창에 의해 주변에 행해지는 

일의 양이 된다. 이툴 두 값의 합이 결국 총 기계에너지가 되며 E싸쩌l 은 노심 

용융물의 초기 열에너지 이다. 

마. 검증계산 

앞에서 기술한 모텔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SNL에서 수행한 FITS (Fully 

Instrumented Test Series) 실험 중 중기폭발이 일어난 FITS-3A 실험결과를 이용하였다. 

(1) 팽창단계 모의 초기치 결정 

팽창단계의 모의에 필요한 초기 시 압력， 온도， 기공률， 비분말화 노심용융물의 

체적률은 초기혼합시의 σiggering부터 팽창단계의 초기까지， 즉 전파단계 동안의 

시간이 극히 짧으므로(_IO..fi 초) 체적의 변화를 무시하여 구할 수 있다. 다만 

초기혼합시의 기공률에 대한 측정치가 없으므로 0.2부터 0.6 까지 변화 시켜가며 

열교환 계산을 수행하면 표 3.2.1 과 같은 초기치를 구할 수 있다. 이 표에서 

하첨자 A는 초기혼합 시를 B는 팽창단계의 초기상태를 각각 나타낸다. 

실제 검중계산은 표 3.2.1 에 나타난 초기혼합 시 기공률이 0.3 , 0.4, 그리고 0 .5 언 

세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전 영역에 대한 초기치는 표 3.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표에서 1, 11 그리고 III 는 각각 초기혼합 시 기공률이 0.5, 0.4 그리고 0.3인 

경우를 나타내며 표3.2.2에 나타난 초기치률 이용하여 표 3.2.3어l 나열된 바와 같은 

여러 경우에 대해 비교 계산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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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3의 수행번호에 나타나는 I 와 11 그리고 III은 각각 초기 가공률 0.5와 0.4 

그리고 0.3인 경우를 표시한다. 이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수행 1-1에서는 계면 사이의 

전달 모댈올 무시한 경우이다. 1-2에서는 계면 drag만을 그리고 1-3에서는 열 및 질량 

전달 만이 모델 되었다. 수행 1-4에서는 모든 모델이 추가 된 경우이다. 수행 1-4H와 

1-4L는 상간 열전달 계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각각 모델에 의한 값의 5배 그리고 

0.2배로 하여 계산한 경우를 나타낸다. 

(2) 계산결과 

표3.2.3어l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여덜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 결과 각 경우에 

해당하는 전환비(Conversion Ratio)는 표 3.2.4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계산 결과를 보면， 우선 초기 기공률 0.5에 대한 전환비의 결과는 

최대치가 1.8 % 로 최소치 l.l%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며 이들 계산치는 모두 

실험 보고서 나타난 1-2%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수행 11와 III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초기 기공률이 각각 0.4 와 0.3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전환비가 약 1/3 

또는 1/5의 크기로 감소하는 것올 볼 수 있다. 

바. 결론 

개발된 팽창단계해석코드를 이용 FITS-3A에 대한 계산결과 초기혼합시의 기공률올 

0.5로 보았을 때 전환비는 상간의 전달모델과 상관없이 1-2 %의 값을 보여 

실험보고치 (1 -2%)와 일치함을 보였다. 이 전환비 값은 상간의 운동량， 질량 그리고 

에너지 전달에 관한 모델올 달리함에 따라 약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공률을 0.4 그리고 0.3으로 보았올 경우 전환 비는 각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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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15의 크기로 감소하여 초기혼합 시 기공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6이. 

3. IFCI 모델 및 열수력 파쇄모델 

중기폭발현상에 관한 해석도구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적 코드(mechanistic 

code)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중기폭발이 그 현상 자체 

가 매우 복잡하고 또 현상 초기에 용융물과 냉각재가 서로 섞기는 초기혼합의 경우률 

제외하고는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나 근본적으로는 급격한 열전달 현상을 동반하는 

열수력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현상에 연판되는 매질이 적어도 세 종류(물， 중 

기， 용융물 둥) 이상이므로 소위 다상유동(Multiphase Flow)에 관한 해석 도구가 요구된 

다 IFCI 코드의 경우 이 다상유동의 해석도구로 미국 SNL 에서 개발한 

MELPROGIMOD1[34] 율 이용하고 있다. 다음은 중기폭발현상 중 용융물의 분쇄 그 

라고 이 분쇄된 용융물이 극도의 미세 업자로 쪼개지는 단계가 되는 전파단계 

(Propagation pha앞) 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상 유동해석의 지배방정식(Goveming 

Equation)에 함께 그 해석을 할 경우 수치해석적 어려움으로 인해 별도의 모멜로 분석 

한다. 즉 예률 들면 용융물의 파쇄의 경우 지배방정식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별도 

의 방정식올 다루어 화쇄의 정도를 구하고 이 화쇄현상에 대해 얻어진 정보는 다시 

지배방정식의 일부로 전해진다. 다음은 IFCI 코드에서 이용하고 있는 모델이다. 

가. 열유동 방정식 

(1) 지 배 방정 식 (Goveming Equations) 

lFCI 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정식은 4-field 및 2-D 형식이고 cy1indrical geometry 률 

취하고 있다. 여기서 유채형태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네 field 중 오직 세 field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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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다. 첫째 field 는 가스에 이용되고 둘째 field 는 냉각재인 물로 그리고 마 

지막 셋째 터eld 는 용용물로 할당된다. 이률 각각의 field 간에는 물질교환， 열교환 

및 운동량교환이 이루어 진다. 여기서 각 field 는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 원칙 

에 지배 받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된다. 

호(akPk)+V.(akPkV)-rjk -rwk =0 
ðt 

￡vxk +판 ?파앞v강짜 +뚫i뚫찮+f꽤펴훤척혜짜I산;[뚫텔歐탤탤흐할웰熟짧C.rj닮앓g짜싸k“(뺏v딩Y뀐짜f낌-→페v 
一 f 꺼π 一 1 4 4 

a(akAek)+? (akPkekVk)+Pl강+V 따j펠ζ;kHk 펠Qjk -Qwk -QsJc = 0 

lðv짜 = ðv.r2 = ðv.r3 = ðv.r4 I F~~ =a~o，C.._I~-a~~-a.~-ii‘ ~I 
μ ",,, .ml ðt ‘ ðt ~ ðt ’ ðt I 

여기서 마지막 방정식은 둘째 방정식인 운동량 보존식에서의 Virtual Mass 를 Cvm 값 

은 다음과 같다[61] 

Cvm = 4"la)3파 었 

(2) 상간 교환 모 렐 (interfield exchange) 

에너지 보존방정식에서 상간 열전달 교환은 다음과 같다. 

Qjk = Ajkhjk (깐 -T) 

여기서 field j 와 k사이의 열전달 면적 Ajk 는 각 유동약식에 따라 정해진다. 또 냉각 

재와 중기 사이의 물질이동은 이률 사이의 온도가 해당 압력에서의 포화온도로 설정 

하고 Bulk Boiling 모델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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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T2 - TSa/ ) -~(낀 -Tsat ) 
rl2 =Al2 ” 

“ Ig 

용융물 표면에서 의 Surface Boiling 은 subc。이ed surface boiling 을 이 용한다. 즉， 

h4(T4 -TW/)- 한뼈 (Tsat - 간) E =A4 ” 
~~ Ig 

Fieldj 와 k 사이에서의 Drag 계수 Cjl< 는 다음과 같다. 

3 C , 
Clk = -Pfgd -」

r 4' J “ D 

여기서 하첨자 f와 d는 각각 연속 및 불연속 field 를 나타내며 마찰계수 Cf 는 다음 

과 같다[62]. 

I 24 _ 
I -.1:‘.e<L 

C -l Re
f-118.7_ 

1--. 1:‘e.즈 4 
l Re -

여 기 서 Reynolds Number Re 는 연속 짐eld density p f ' dynamic viscosity μf 와 상대속도 

Vr 그리 고 불연속 field 의 characteristic diameter D 로 결 정 되 며 이 D 는 Weber number 

를 포함한식 

6 
-2Vr 

% 

-
까
 

D 

가 된 다. 임 계 빼 버 수 Wec 는 기 포류(Bubbly flow)에 서 는 7.5, 분산류(Dispersed Flow)에 

서는 4.0 그리고 용융물과 냉각재 및 중기의 액적(바oplet)인 경우 12 가 된다[63]. 열 

전달 둥에서 필요한 상간면적 (inteñacial are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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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딴쓰 -
J" D 

열전달 계수는 크게 체척비둥(bulk boiling)과 막비퉁(film boiling)의 두 경우로 나뉘어 

지는데 체적 비풍의 경우 에는 

1000,a ~ 0.3 

slug,0.3 < a ~ 0.5 

h.때 = ~ transition,O.5 ~ a ~ 0.75 

싸씀，0.75<a~1 

싸z 쓸 ，a ~ 0.3 

h2SaI = ~ sl쟁，0.3 < a ~ 0.5 

transition,O.5 ~ a ~ 0.75 
0.02P2C.V,,0.75 < a ~ 1 

열전달계수 h2S01 
에서 Cv는 냉각재의 specific heat 이다. 

막비둥의 경우 열전달계수는 용융물에 대해서는 

h4s = max(h'ree ,h,J + h뼈 

이고 여기서 h'ree 와 h，c 는 비포화 비둥 열전달 계수 이다[64] 

나. 용융물 분쇄모델 

IFCI 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쇄모텔은 Rayleigh-Taylor waves 에 의한 액척(droplet)의 분 

쇄로 Pilch [17]가 개발하였으며 용융물의 크기는 다옴 방정식으로 결정된다. 

dD (l-N-~) -=- + |Vr|s 
d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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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정식은 높은 Weber Number 치에서의 실험에서 액척(dropl하)이 dimensionless time 

T+ 내에 3 내지 5 개의 주된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는 관측에 의한 것이다. 하편 이 

주 분쇄현상과 동시에 작은 분쇄현상도 동시에 이루어 지는데 이는 다음의 식으로 나 

타난다. 

쁘 = c。c? 75 LwkO15 |Vr lsO S 
dt 

다. 수력학적 파쇄 모델 

전파단계(propagation phase)에서의 용융물의 급격한 표면적 중가와 이에 따는 중기의 

발생은 용용물의 파쇄모텔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폰 JFCI 의 모텔의 경우 수치 

해석 적 불안전성을 향상하기 위 해 Reinecke 와 Waldman 의 모델을 추가하였다. 이 모 

텔에서는 용융물과 냉각재의 상대속도와 밀도의 차이 그리고 초기 압력파의 도달 시 

첨으로부터의 시간 둥을 기준으로 파쇄 정도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R =3l뿔짧닿않m.sm{靈잖~} 
여기서 dimensionless time TB 는 0.4에서 4 사이 값이며 실제는 1.0 으로 껄정되었다. 

4. 검 증계 산 (ISP-39) 

최근까지， 중대사고 현상중 노내 혹은 노외에서 FCI 현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 

을 보였으나 초기 혼합， 용융물과 냉각수의 화학 작용에 의한 상숭작용， 파쇄물 작용 

그리고 열부하(thennal loading)와 같온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근본적 현상 이해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또 제한된 스케일에서 수행되는 실험적 판찰을 실제 원자로에 그대 

로 적용할 수 없는 바 긍극적인 안천 해석은 해석적 방법론에 근거한 코드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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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FC6.0 코드 검중과 개선점 파악올 목적으로 유럽공동체 연구소 JRC

Ispra 에서 수행한 Faro L-14 실험을 모의하였다. Faro L-14 실험에 관한 수치해석적 모 

의는 OECD/CSNI 의 Principal Working Group 2 (PWG2) 가 경수로 중대 사고 연구와 관 

련하여 국제 표준 문제(Intemational Standard Problem)인 ISP-39 로 셜정하였다. ISP-39 

는 용융물과 냉각재 반웅 시 용융물 냉각 현상에 있어 관련 해석 코드를 검중하고 각 

코드의 한계점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올 두고 있다. 

1) FARO 실험 

JRC-Ispra FARO 셜비는 원자로 용융 사고관련실험을 위한 다목적 실험 장치로서 약 

150kg 의 산화 연료 형태의 용융물을 취급할 수 있다. 용융물과 냉각수가 실제로 반웅 

하는 Test Section 은 10Mpa 의 고압 셜계를 갖추고 있다. FARO 셜비는 1987 년에서 

1990 년까지 주로 LMFBR 의 안전성 문제에 연관된 실험목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차후 

에는 LWR 의 중대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1990 년 9 월부터는 US-NRC, 

EPRI, ENEL 둥과 협력으로 노심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웅 실험이 진행되었다. 

FARO 실험에서의 주요 관심 상황은 노내에서의 가상 노심 용융 사고 시 노심 용융 

물이 Lower Plenum 의 Water PooI 까지 진입하여 원자로 하부 용기에 가라 앉은 경우이 

다. 즉 원자로 하부 용기가 열 부하(thermal load)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건이 되는 

용융물과 냉각수의 혼합 및 용융물 냉각과정 그리고 용융물과 접촉하는 구조물과의 

상호 반웅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약 150kg 의 실제 용융물， 2m 정 

도 높이의 물 그리고 고압 고온 (lOMpa, 300oC)의 용기가 이용되었다. 

FARO 실험 장치 크게 FARO Fumace, Test Section 인 THERMOS 그리고 V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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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으로 나뉘어진다 F ARO Fumace (그렴 3.2. 1)는 압력 용기(10Mpa)， 연료 

Container, 두개의 전극과 용융물 이송관으로 구성된다. 전극 사이에 놓인 분말형태의 

U<Ý/Zr<Ý 혼합물은 전류에 의한 직접 가열에 의해 용융된다. 이 초기 분말형태의 혼 

합물 중 용융되는 부분은 전극사이에 위치한 일부가 되는데 용융된 양은 입력된 열에 

너지 와 출력된 열에너지의 차이가 용융에 가담한 양이므로 유추가 가능하며 실험 시 

항시 계산된다. 필요한 용융물이 형성되면 이 용융물은 하단 전극 중앙부에 놓인 텅 

스탠 판을 위로 멀어내어 출구가 열리면 아래로 이송된다. 실제로 UO:lzr02 의 혼합 

용융물이 냉각재인 물과 반웅하는 THERMOS Test Section(그렴 3.2.2)은 IOMPal3000C 로 

설계된 압력 용기가 된다. 이 용기의 내부 직경은 0.710m 이고 벽 두께는 0.045m 이 

다. 용융물이 가라 앉아 실제로 접촉하게 되는 bottom plate 의 두께는 0.15m 이고 용 

기 전체의 무게는 약 7.0 x 101kg 에 이른다. 용기는 총 출력 80KW 의 heater 로 가열 

되고 바닥올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단열 처리가 되어 있다 THERMOS Test section 의 

상단에는 release vessel(그렴 3.2.2 참조)이 위치하는데 FARO Fumace 에서 생성된 용융 

물은 우선 이 rele잃e vessel 로 이송되고 일단 이송이 완료되 FARO Fumace 와 

THERMOS 용기 사이의 주 연결 밸브 SOd그림 3.2.2 참조)가 장겨서 FARO Fumace 

와 THERMOS 용기가 차단 되 면 THERMOS 용기 하단에 위 치 한 물로 낙하되 게 된다. 

L-14 실험 시 이 물의 부피는 0.798m1 이었고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2.05m 무게는 623 

Kg 이었다. 마지막으로 Venting 장치(그립 3.2.3)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장치의 주 목적 

은 THERMOS 용기의 내부 압력이 9.1Mpa 을 초과할 경우 중기 웅축에 의한 압력올 

강하하는데 있으나 실제 L-14 실혐의 갱우 압력이 이에 미치지 않아 작동하지는 않았 

다. 

실험 시 주요 계측치로는 우선 압력용기인 THERMOS 의 상부 가스충과 하부에 위 

치한 냉각재에 대한 온도와 압력값이 측청되었고 용융물이 가라앉아 직접 열전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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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용도상송을 보이는 용기하부 역시 여러 부위에서 용도측정이 이루어 졌다. 계 

측신호는 Venting System 을 포항해서 전체적으로 약 250 종류의 가 얻어진다. 압력측 

정의 경우 용기 압력상송은 20MPa KELLER pressure σ뻐sducer 로 측정되고 중기폭발 

시 급격한 압력변화의 계측을 위해서 냉각수 내부에는 25MPa VIBRO-METER 형식의 

transducer 를 사용했다. 가스영역에 위치한 K-thermocouple 은 용융물과 직접접촉올 막 

기위해 보호막올 사용하였고 냉각재 내부에 얼치한 K-thermocouple 의 경우 용융물 접 

촉 시 회손은 피할 수 없으나 회손 시 용도신호가 단절되는 사실을 이용 용융물의 진 

행 위치 파악이 가농했다. 결국 냉각재 각 부위의 용도변화는 용융물과 접촉이 없는 

thermocouple 부위 에서 이 루어 졌 다. 

Faro 실험 중 L-14 의 주 목적은 150Kg 청도에 이르는 다량의 산화 용융물 (80%w 

U02, 20%w 강00을 5.0 MPa 압력하에서 포화온도 하에 있는 높이 2m 의 약 600 Kg 정 

도 냉각수에 자유낙하 시킬 때 용융물의 냉각 정도와 용기 하부에 접촉 시 열부하률 

측정하는데 있다. 관심변수는 냉각수 내에셔 낙하 시 냉각율， 중기발생율， Oebris 의 

크기분포 및 미분쇄 용융물질량을 들 수 있다. L-14 실혐의 경우 사실상 L-ll 실험과 

매우 유사하며 기본적 차이는 L-ll 의 경우 용융물의 성분 중 metallic zirconium 이 포 

항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따리서 L-I4 실험의 결과는 L-Il 과 비교할 때 용융물에 있 

는 Zr 의 효과 빛 이로 인한 수소생성과 열 발생이 용융물 분쇄와 냉각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겠다. 

표 3.2.5 는 그간 Faro 장치률 이용하여 수행된 LWR 안전관련 실험의 주요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L-14 실혐의 용융물 목표치는 150Kg 이었으나 실제로는 125Kg 의 용 

융물이 생성되었고 이 중 105 Kg 이 분쇄 되었으며 열전달 현상 및 중기 발생으로 인 

해 용융물 낙하 시 THERMOS 용기 내 2.8MPa 의 압력상숭이 일어났다. THERMOS 

하부용기의 열부하 척도인 용도상송은 330K 에 이르러 약 2m 깊이의 냉각재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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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낙하 사 용융물의 냉각재 사이에 열전달이 상당혀 진행되었음올 암시한다. 

모든 경우에서 중기폭발현상은 판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이들 실험이 고압 하에 

서 실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L-14 실험의 모의 시 주 해석 대상이 되는 

THERMOS 압력용기의 체적은 표 3.2.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냉각재인 물， 중기， 분리 

기 그리고 분리기로의 연철라인으로 구성 된다. 전체 체적 2.06 mJ 중 약 4QO!O인 

0.798 mJ 용 물로 채워져 있고 냐머지 부분은 수중기와 아르곤 가스의 혼합기체가 차 

지한다. 용융물， 물， 그리고 혼합가스의 초기 조건 및 성분은 표 3.2.7 에 냐타난 바와 

같다. 용융물은 U02 와 zr02 의 무게버가 80 대 20 으로 구성된 혼합물로 되어 있으며 

온도는 약 3073 K 내외로 보고 있다. 압력용기 내 물의 온도는 초기 압력 인 5.1 MPa 

에서 포화용도가 되는 536.8 K 로 유지되어 있었으며 가스는 수중기와 아르곤이 무게 

비로 77 대 23 이 된다. 용융물에 대한 물성치는 표 3.2.8 에 냐타난 바와 같다. 

2) THERMOS 압력 용기 의 Nodalization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설정에 있어 IFCI 6.0은 비교적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으나 

경계면에서의 유체속도는 구조물의 최 외곽에서만 셜정할 수 있는 제약이 었다. 

예률 들면 Faro 실험과 같이 용융물이 일단 release vessel에 전송되고 다시 냉각재로 

낙하 시킬 경우 release ves똥l의 출구는 전체 THERMOS 압력용기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속도률 입력자료에서 셜정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율 

극복하기 위해 전체 수치해석 모의 시 재ERMOS압력용기의 구조률 변경하였다. 즉 

release vesse]의 출구률 전체 구조물의 경계로 옮기기 위해 출구상단에 위치하는 

가스의 체적올 출구하단 가스 체적의 측면으로 이동 하였다 Faro 실험 과 같이 

비교적 완만한 압력상숭의 경우 이과 같이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의 변형은 그 

체적치률 유지시킬 경우 실제척으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4는 

THERMOS 압력용기의 모의률 위혜 Nodalization한 형태률 보여주고 있다. 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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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축 방향의 쩔 수는 30개였고 반경방향으로 THERMOS 용기는 모두 7개 

그리고 기타 Venting 장치가 차지하는 첼은 2개였다. 용융물 출구의 직경은 실제 

실험치인 0.092 m 보다 조금 큰 0.10142m가 껄정되었다. 이는 출구 하단에 위치한 

셀의 크기를 실제값으로 주었올 경우 용융물 방출 시 셀 전체가 용융물에 포함되어 

수치해석적으로 불안정해지는 현상올 방지할 목적이었고 사실상 용융물 출구 위치는 

하부 냉각재로부터 1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계산결과에 의 영향은 없올 

것이다. 그립에서 hl은 냉각재의 높이이고 h2는 냉각재 상단으로부터 release vessel의 

출구까지의 높이로 용융물이 가스 내 자유낙하 하는 거리가 된다. 반경 rl은 

THERMOS 압력용기 내부 반경치 이고 앞에서 언급한 re1ease vessel 출구 상부의 

가스체적은 그립에서 v2•으로 표시되었다. 또 v2"는 분리기 (Separator)와 이 분리기로 

연결하는 라인의 체적올 모의한다. 그립에서 v)로 표시된 체적은 나머지 부분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모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Faro L-14 실험 모의 시 주요 

변수치는 다음과 같다. 

H 1=2.016m (띠1)I=O.1008m r J=O.355m (Ar)J=O.05071m V J=0.798m) 

h2=1.035m (ôh)2=0.1035m r2=0.6287m (Ar)2=O.09123m V2=0.4098m) 

h)=0.414m r)=O.8921m (Ar))=O.1317m V2’=O.3502m) 

V2"=O.521m3 

3) 용융물의 초기낙하속도 결정 

용융물이 release ves앓1 (그렴 3.2.2 참조)로부터 낙하하는 속도는 용융물의 입수속도률 

결정하고 이 입수속도는 냉각재 내에서 용융물의 분쇄현상 진행의 결정에 있어 중요 

인자가 된다 Faro 실혐의 경우 가시화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결국 그 속도에 

-96-



관한 실험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용융물 낙하속도는 용융물의 물성치와 release 

vessel 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음의 식으로 그 속도률 예측할 수 있다. 

ψ-11 헐!!....= Plllelt핸Mek - ￠melt ETr 
여기서 I 는 용융물의 Inertia 

P ",ell 는 용융물 밀도 

V ",ell 는 용융물 속도 

h"，e" 는 release vessel 내에서의 용융물의 높아가 된다.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립 3.2.5 과 같은 속도 변화가 얻어진다. 이 그립에서 보 

이듯이 약 0.25 초 까지 낙하속도는 급중하고 0.75 초 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속도를 보 

이고 이후 용융물 방출 종료 시점인 0.975 초까지는 감소 추세률 보인다. 이 속도변 

화는 IFCI 코드로 모의 시 압력자료로 제공된다. 

4) FARO L-14 실험 모의 결과 

FARO L-14실험의 IFCI코드 모의는 앞서 기숱한 Nodalization과 용융물 방출 속도 

정보 및 물성치 그리고 수치해석과 관련한 변수치를 설정함으로써 그 입력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12]. 주요사항을 보면 수치해석 모의 시 Time step의 초기값은 1.0xl0'" 

초로 셜청하였으며 최대값은 3.0x lO-3 초로 지정되었다. 이 값들은 IFCI를 이용한 

예비계산을 통하여 결정 되었으며 상대척으로 적은 계산 소요시간과 또 반복계산 시 

수렴하기 위한 범위가 된다. 대부분의 중기폭발관련 분석코드가 그러하듯이 IFCI의 

경우도 용융물 Jet률 직접 모의하지 못하고 초기에 구(droplet) 형태로 폰재 한다고 

가정한다. 입력자료에는 이 구의 초기값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실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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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2 m의 직경으로 추측되는 용융물 Jet는 계산 시 0.09 m 그리고 0.03 m 의 값으로 

모의 하였고 이 두 경우률 각각 C앓-A 빛 Case-B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립 3.2.6은 THERMOS 용기 내부의 압력상송을 보여준다. 그립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압력 상숭이 시작되는 시점은 실험 계측치와 유사하고 상숭포화가 되는 

시점 또한 매우 유사하여 전반적인 경향올 잘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숭률에 있어 

실험치에 못 미치고 또 실험 계측 시 압력 상숭치는 약 28 bar에 이르나 IFCI 모의 

시에는 Case-A의 경우 12 bar 혹은 Case-B에서는 15 bar 정도의 압력상숭올 보여 

전반적으로 증기발생 정도를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립 3.2.7에서는 THERMOS 용기 높이 400mm 의 중앙(축위치)에서의 냉각재 

온도변화률 보여 주는데 Case-A 빛 Case-B 두 경우 모두 그 추세 및 절대량에 있어 

실험치와 매우 근접한 계산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위치는 냉각재의 초기 

높이가 약 2m 이었으므로 용융물이 약 1.6 m 정도 냉각재와 열전달 반웅올 하며 

낙하 한 후의 지점이고 실험치와 매우 유사한 온도 상숭기점은 용융물의 이동위치를 

잘 모의하고 있음올 보여 준다. 이런 추세는 그립 3.2.8에서 보듯이 높이 800mm의 

중앙에서의 물온도 비교시에도 매우 근접한 계산치률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렴 

3.2.9의 경우 냉각재 온도 측정 높이는 400 mm로 그림 3.2.7의 경우와 같으나 

축방향의 중앙부가 아니라 이로부터 150mm 외곽지점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자료는 각도 900 및 270。 두 지점에서 측정되었고 이 들에 관한 계측치는 

실험 시 의도했던 바와 같이 angular symmetry 언 경우 유사치률 보여야 하나 약 4초 

까지는 상당히 상이한 값올 보이고 있다. 역시 수치해석 모의철과와는 그 추의 및 

절대값에서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앞서 논의한 용기 중앙부의 

경우보다 모의 후반부에서 계산치는 비교적 낮은 온도값올 보이고 있다. 그림 

3.2.10은 그립 3.2.9와 유사한 경우 이나 용도 측정높이가 400mm 대신 800m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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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챔에 관한 변화률 보이고 있다. 역시 전체적인 변화 경향은 비숫하나 전반적으로 

실험치 보다 낮온 온도예촉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높이 400mm경우와는 달리 

실험치에서 90。자료와 270。자료가 상대적으로 버슷해 an맑lar symmetry롤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립 3.2.7부터 그렴 3.2.10까지롤 분석해 볼 때 IFCI 모의 결과 

실험 시 냉각재 온도 예측에 있어 그 경향온 잘 모의하고 있으나 실험치 보다는 

반경방향으로 열 분산이 럴 진전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IFCI 모의 시 

용융물 자체의 반경방향 분산에 관한 모델의 문제인지 혹은 냉각재가 IFCI 모의 시 

반경 방향으로의 혼합이 적게 모의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판련 실험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힘들다. 

그렴 3.2.11은 냉각재의 냉각효과롤 나타내 주는 냉각율에 관한 그렴표이다. 

실험치를 보면 용융물 전체가 용기 바닥에 가라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첨인 약 2초 

까지 비교적 높은 냉각율을 보이고 있다 IFCI 모의 시에도 이 지점까지 차후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냉각율 값을 보이고 있으나 실험치 와 비교할 때 역시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냉각융에 관한 결과는 사실상 고용의 용융물과 

냉각재인 물과의 열전달 청도를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냉각율 예측온 용융물로부터 전체 전달 에너지가 실험치 보다 

비교적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압력상숭을 보여주는 그립 3.2.6에서 실험치 보다 

낮은 압력 상숭치에 관한 셜명이 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냉각재의 에너지 

흡수량이 낮게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중기 발생량이 적고 이로 인해 압력상숭이 제한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전달된 에너지의 양이 적은 이유로는 우선 용융물의 분쇄가 

실제보다 낮게 진행되어 결국 열전달 면적이 실제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고 

또는 열전달 면적은 실험 사와 유사하게 예측되나 IFCI 의 열전달 현상 모텔에서 

열전달 계수 설정이 낮거나 복사열전달의 효율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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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사실상 실험 시 열전달 면적에 관한 자료의 부재로 이에 관한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 그럽 3.2.11에서 특이한 사항은 용융물의 초기 직경을 0.09m 혹은 0.03m로 

셜정 한 Case-A와 Case-B 두 경 우에 모두 매우 유사한 냉각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사실상 용융물의 초기직경을 O.03m로 가정했을 경우 용융물의 체적에는 

변동은 없으므로 0.09m인 경우보다 초기 용융물 표면적에 있어 3배의 값을 갖게 

되고 이 상숭된 표면적은 열전달 현상에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결국 

그렴과 같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 IFCI의 분쇄 모텔에서 용융물 크기의 

추척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융물의 진행위치에 관한 결과는 그럽 3.2.12에 나타나 있다. 그렴에서 보듯이 

용융물 초기 직경이 0.03m로 작은 구로 모의했을 경우(Case-B)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03m로 계산 시 용융물 표면적의 중가로 

냉각재와의 Drag현상의 중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다. 실험자료에 의하면 용융물 낙하 

시 냉각재와의 접촉은 0.45초에 이루어졌고 압력용기 바닥에는 0.87초에 도달하였다. 

계산치를 보면 냉각재와는 Case-A Case-B 모두 0.25초에 접촉하였고 용기 바닥에는 

Case-A시 에는 0.75초 Case-B시 에는 0.82초로 두 경우 모두 실제보다 일찍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IFCI 코드 자체가 Eulerian 방식으로 질량전달에 있어 

실제보다 진행 방향으로 사전에 전달되는 소위 Numerical Diffusion 현상으로 이 

방식의 코드에서는 얘측할 수 있는 결과 였다. 

반복계산이 여러 차례 수행되는 코드모의에 있어 소위 전체 질량 및 에너지의 

보존에 관한 정보는 해당코드의 건전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림 

3.2.13은 코드 모의 시 냉각재의 질량(가스 및 액체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었다. 

모의시간 중 냉각재 질량의 변화는 약 0.4 %정도의 감소률 보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융물 질량의 경우에는 그립 3.2.14에서 보듯이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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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S 용기로 진입하므로 급격히 중가하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어 질량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에너지는 사실상 외부에 가해지는 일(Work)이 없으므로 

운동에너지와 열에너지의 합이 된다. 그립 3.2.15는 THERMOS 용기내부 물질 전체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률 보여준다. 초기에 용융물의 낙하로 운동에너지 값은 중가 

하다가 이로 냉각재 내로 잠기며 그 속도가 줄어 전체 운동에너지 값이 감소함올 알 

수 있다. 그렴 3.2 .1 6에서 보다시피 THERMOS 용기 내 총에너지의 양은 용융물 진입 

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변화가 없어 역시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기폭발시 팽창단계의 기계적 모사를 위해 다상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적 모델올 개발하였다. 다상유동 해석시 유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모델령 하였다. 첫째 유체는 기체상태의 냉각재와 비웅축성 기체의 혼합물， 둘째 

유체는 액상 냉각재와 분말화된 노심용융물의 혼합물로 하였고， 마지막 세째 유체는 

분말화 되지 않은 노심용융물로 하였다. 또한 IFCI코드의 모델 분석올 하였으며 

용융물의 열수력적 파쇄모델올 추가하였다. 

개발된 팽창모드 해석용 전산코드의 검중올 위해 미국 SNL에서 수행한 FITS-3A 

실험올 해석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실험시 계측하지 못한 초기혼합시의 

기공률(void fraction)은 추측 가농한 영역 내에서 변화 시켜가며 민감도 계산올 

수행하였다. 비교는 중기폭발의 특성올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인 열에너지의 

기계에너지로의 전환비(conversion ratio)롤 그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IFCI코드의 

검중올 위해서는 OECD/CSNI가 컬청한 국제표준문제 ISP-39에 참여하여 

유럽공동체연구소 JRC-Ispra에서 수행한 용융물과 냉각재의 혼합 및 냉각특성 실험인 

FARO L-14올 대상으로 한 계산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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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S-3A에 대한 계산결과， 초기혼합시의 기공률을 0.5로 보았을 때 전환비는 상간의 

전달모델과 상관없이 1-2 %의 값올 보여 실험보고치 (1-2%)와 일치함올 보였다. 이 

전환비 값은 상간의 운동량， 질량 그리고 에너지 전달에 관한 모멜올 달리함에 따라 

약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영향올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공률올 0.4 그리고 

0.3으로 보았을 경우 전환 비는 각각 1/3 과 1/5의 크기로 감소하여 초기혼합시 

기공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중요함올 보여 주었다. 

FARO L-14 실험에 대한 모의 결과 용융물의 냉각 및 중기발생으로 인한 

압력상숭은 실험 시 상숭치의 약 60%에 해당하는 값올 보여 용융물로부터의 

열전달은 실재보다 적게 예측하나 압력상숭의 경향 및 상숭기점퉁 전반적인 경향은 

매우 유사했다. 특히 물온도에 관한 예측은 중앙부에서 그 경향 및 크기에서 

실험치에 근접했으며 주변부에서는 중앙부의 경우보다 실험치에 덜 미쳐 반경방향 

열전달에 관한 보안의 필요성이 확인 되었다. 또 IFCI 코드의 경우 Eulerian 형식으로 

용융물의 크기를 추적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Lagrangian 방식의 코드개발에 관한 

중요성 또한 발견 되었다. 

중기폭발의 현상학적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산코드는 실제 원자로 껄계 

혹은 원전의 안전성올 확보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써 그 개발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적용 가능한 전산코드의 

개발올 위하여서는 초기 혼합시의 용융물 분쇄 및 중기발생 둥 중기폭발현상에 대한 

이해에서의 제반 불확실성올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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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초기혼합시 기공훌에 따른 팽창단계의 초기치 

P(bar) T(K) (a.)B Zdeh (a.)A 

33.30 512.6 0.044 0.2901 0.2 

53.12 540.7 0.129 0 .3239 0.3 

89.77 576.0 0.213 0.3684 0.4 

155 .1 617.7 0.285 0.4347 0.5 

218.9 646.7 0.416 0.5652 0.6 

표 3.2.2 FITS-3A 실험 모의를 위한 초기치 

영역 I 영역 영역 영역 2 영역 3 

(1) 1(11) 1(111) 

P(baη 155.1 89.77 53.12 0.83 0.83 

지(K) 617.7 576.0 540.7 367.7 297 

긴(K) 617.7 576.0 540.7 297 297 

긴(K) 2750 2750 2750 2750 2750 

a. 0.285 0.213 0.129 0.05 0.98 

a 2 0.690 0.762 0.846 0.949 0.01 

a) 0.025 0.025 0.025 0.001 0.001 

Z .. b 0.435 0.368 0.324 0.0 0.0 

Zai' 0.0 0.0 0.0 0.0 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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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3 상간 교환모델과 초기치의 영향 시험을 위한 경우 

수행 번호 계면 마ag 계변 열 및 질량 초기 기공률 

전달 

1-1 ∞ 열 명형， 질량 비교환 0.5 

1-2 모델 열 명형， 질량 비교환 0.5 

1-3 
∞ 모델 0 .5 

1-4 
모델 모렐 

0.5 

1-4H 
모델 

0.5 
모델l 

1-4L 0.5 
모델 모렐2 

11 0.4 
모델 모렐 

III 0.3 

모델 모델 

1. 전영역에서 상간 열전달 계수률 5배 

2. 전영역에서 상간 옐전달 계수톨 0.2배 

표3.2 .4 기계 에너지 최대치와 전환비 

기계에너지 (MJ) 전환비 (%) 

수행 1-1 0.268 1.8 

수행 1-2 0.247 1.7 

수행 1-3 0.214 1.5 

수행 1-4 0.195 1.3 

수행 1-4H 0.160 1.1 

수행 1-4L 
0.211 1.4 

수행 11 
0.0862 0.58 

수행 III 
0.034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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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5 FARO실험요약 

L-06 L-08 L- lI L-14 L-19 L-20 

(ST) (QT2) (BCT) 

MELT 

Delivery time s 0.28 0.37 0.975 0.845 0.995 0.705 

Mean flow rate kgls 64 119 156 142 158 136 

Broken up kg 12 30 151 105 77.5 76 

Molten on bottom plate kg 6 14 0 20 77.5 21 

Means size of 잠agments mm 4.5 3.8 3.5 4.8 3.7 nye 

32.3 16.4 15.7 nye 

BOTTOM PLATE 

Maximum temperature K - 275 20 330 252 17 

Increase (contact 

face) 

Maximum downward heat W/m2 - 8x IOs negligible 5 x IOs 5 x 10s nye 

Flux 

State íntact mtaα mtacl íntact m때다 m때다 

PRESSUREINCREASE 

Melt fall phase maximum MPa 1.1 1.8 5.1 2.8 3.2 1.46 

Maximum rate MPals 2.6 2.3 4.8 2.4 3.9 2.2 

Steam explosion no no no no no no 

TEMPERA TURE 

INCREASE 

Gas phase K 40 77 44 67 100 65 

Water K 15 23 27 28 32 22 

LEVELSWELL 

Maximum level swell mm 130 410 1000 1100 1100 >1200 

Measured 

VENTING PHASE 

Duration s - - 3.8 no ventmg 3.6 no ventmg 

Debris in sep하ator kg - - 5(<lmm) no no no 

Water added to sep하ator kg 20 no ? no 

Water added to condenser kg - - 48 no 23 no 

nye = Not Yet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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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6 FARO THERMOS 용기 내부체척 

TERMOS volumes (m~ Partial Total 

Water volumes 

Under debris catcher (up to elevation -40) (0.078) 

Outside debris catcher (annular gap from el. -40 to 250) (0.006) 

Inside debris catcher (from el. 000 to 250) 0.086 

From elevation 250 to 2050 0.712 

Total water volume 0.798 

Gas volumes 

TERMOS vessel (from el. 2000 to 3015) 0.395 

Instrumentation ring (from el. 3015 to 3215) 0.079 

Dome (from el. 3215 to S02, release vessel open) 0.286 

Total from water level to S02 (el. 2000 to4615) 0.760 

COMMUNICATION LINE TERMOS-SEPARA TOR 

Total from dome to separator intemal walls 0.112 0.112 

SEPARATOR 

First Separation stage 0.280 

Second Separation stage 0.060 

Total 0.340 

FROM SEPARATOR TO EXHAUST VALVES 

Total from sep하ator exit to valves 0.069 0.069 

VOLUME OCCUPIED BY THE MEL T -0.021 

Total gas volume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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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FARO L-14 실험조건 

Melt 

Composition, W'I。 80 U02+ 20 Zr02 

Mass, Kg 125 

Temperature, OK ~ 3073 j: 50 

Delivery nozzle diameter, m 0.1 

Dp delivery gravity 

Free fall in gas, m 1.04 

Water in test vessel 

Mass, Kg 623 

Depth, m 2.05 

Temperature (average), K 536.8 

Subcooling at melt contact, Oc ~O 

Fuel to coolant mass ratio 0.21 

Gas Phase 

Composition, W'1o 77 st，앵m+23 Argon 

Volume, m3 1.26 

Temperature, K 536 

Pressure, MP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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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8 FARO L-14 실험 용융물 성질 

Property Value 

Specific Heat Glkg K) 

Liquid 565 

solid 445 

Fusion Heat Glkg) 0 .362xl06 

Density (kglm3
) 

liquid 7960 

solid 9430 

Thermal Conductivity (W/m K) 

liquid 2.88 

solid 2.88 

Viscosity (Pa s) 4.23x lO-3 

빼rface Tension (N/m) 
0 .45 

LiquidlSolid Temperature (K) 

Liquid 2850 

Solid 2830 

Emissivity* * 
0.79 

** VDl-Warmeatla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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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격납건물 직접가열 

1. 서론 

격납건물 직접가열 (DCH:Direct Containment Heating)은 노섬용융 사고결과， 

원자로용기 하부로 노섬용융물이 누적된 후 원자로가 파손되는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자로용기 하부가 파손되는 순간 원자로계통 압력이 고압을 유지하는 

정우에만 관심의 대상이다. 어떤 형태로든 원자로용기 하부파손은 용융물올 원자로 

하부에 위치한 원자로 캐비티로 급속히 방출시키는 일련의 파정을 고압분출(HPME : 

High Pressure Melt Ejection)이라고 한다. 

원자로계통 내부의 급격한 가스방출(blowdown) 또한 격납건물 대기의 질량파 

에너지률 더육 중가시킨다. 캐비티로 방출된 용융물의 일부는 캐비티 대기로 

유입 (entrainment) ， 분쇄 (fragmentation)되어 하부 격납건물(subcompartments) 및 

상부 격납건물(upper compartments)로 분출(dispersed) 되고， 나머지는 캐비티에 

남게 되는데， 캐비티에 남아 있는 잔류량은 대부분의 격납건물 직접가열 해석에서 

무시되어 왔다. 원자로 캐비티로부터 방출되어 분쇄된 용융물 입자는 열올 급격히 

방출가스(blowdwon gas) 및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한다. 한편 ,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 물질 중 금속 성분은 방출 중기 (blowdown steam)에 의해 산화되며 , 이때 

에너지와 수소률 방출한다. 이러한 파정은 격납건물 대기률 가열하며. 수소연소률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파쟁을 격납건물 직접가열이라 하며， 과압에 

의해 격납건물 조기파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제 2 장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에서 언급한 것처럼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혀진 것은 최근의 연구결과이다.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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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관한 몇몇 실험척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65] ， 

격납건물 칙접가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나포체척의 셜치는 캐비티로 부터 용융물 

입자의 방출을 줄여 격납건물 하중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EPRI 때D 

5장[46]에서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울진 

3 ， 4호기는 나포체적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상용 발전소이다. 따라서 나포체적의 

셜치에 따른 격납건물 직접가열 하중 감소 평가률 필요로 하였다. 그동안 격납건물 

직접가열 연구는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 발생시 가장 중요한 현상인 캐비티로 부터 

용융물 방출 현상， 톡히， 용융물 방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나포체적의 셜치 시 

용융물 방출을 예측할 수 있는 모댈의 개발 방안에 역점울 두었다.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관련하여 수행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융물 방출 상관관계식 조사 및 예비계산 

지금까지 개발된 용융물 방출 상관관계식을 정리하여 나포체척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나포체척 해석이 가눔하고 판단되는 몇몇 모멜을 찾아 나포체척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률 이용한 예비계산을 수행 한바 있다[65]. 

두번째， “ Ice Condenser 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점해결” 프로책트 참가 

중대사고 협동연구 프로그램언 CSARP( Cooperative Severe Accident Research 

Program)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연구소인 SNL에 파견 기간 동안 수행한 

내용으로 Ice condenser 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점해결을 위한 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 후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α깨TAIN 코드의 격납건물 직접가열 모델을 

상용 발전소에 용용하였다[66 1. 

써번째， 나포체적 해석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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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체적 혜석 방안을 개발하여 국내의 울진 3 ， 4호기에서 채택된 나포체적이 

얼마만큼 용융물 방출율 감소시키는지 정량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륙 하였으며， 이 

모웰율 αlNTAIN 1.2에 넣어 IET 실험 및 율진 3 ， 4호기에 대해 격납건물 칙접가멸에 

의한 하중명가롤 위한 예비계산을 수행하였다. 

네번째， Coherence ratio 상관식 종합 

용융물의 방출기간과 밀접한 판계가 있는 Coherence ratio에 대해 지금까지 

개발된 상관식을 종합분석하였다. 

위의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은 이미 보고서 [65 ， 66]로 출판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인 연구내용 및 주요 결과롤 소개하고， 세번째와 네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중캠척으로 기술하였다. 

2. 나포체적 해석 

가. 용융물 방출 상관관계식 조사 

캐비티에서 용융물 방출율 모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는 

용융물이 입자화 되어 캐비티 대기로 유입되는 율(entrainment rate) 이다. 실제 

고압분출 현상은 천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율 정확히 모멜하기 위혜셔는 

용융물이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의 량이 캐비티 대기중으로 유입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험얘서 시간에 따른 캐벼티 대기로 방출되는 용융물 입자의 방출율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험이 끝난 후 초기 

실험조건에 따라 캐비티 밖으로 방출된 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압분출 실험에서는 원자로 파손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애서 실험이 

진행되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원자로 파손면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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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처럼 일챙 원자로 파손면척율 통하여 얻어진 용융물 방출 분율을 그대로 

실제 현상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었다. 물론， 원자로 파손면적을 

바꾸어 가면서 실험이 수행되지만 이들 철과는 실제 현상에서처렴 원자로 

파손면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가하는 경우와는 다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현상이 복잡하더라도 그 현상에 대한 효과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률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용융물 방출 모델들도 비록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올 수 있지만 고압분출 현상에 대한 효과률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ONATIN 1. 12[3]에서는 보고서 [65]에서 기술한 것 처럼 캐비티로 부터 

용융물 방출을 해석하기 위해 캐비티 내부에서의 현상을 역학적으로 모델하는 CORDE 

모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CONTAIN 1. 2[67]에서는 CORDE 모률의 몇몇 문제점 

발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entrainment rate상관식이나 특정 캐비티 모행의 

실험결과에서 개발된 용융물 방출 상관관계식들올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 [65]에서는 이들 entrainment rate 상관식과 entrainment fraction 상관식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entrainment fraction 상관식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또한， 나포체척 해석을 위한 방안올 조사하고， 이들 모델을 이용하여 간단히 예비 

계산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나포체적 실험결과와 예비계산 결과가 

직접 비교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개발된 용융물 방출 모렐을 종합적으로 정리 , 

검토하고 이들 모멜 중 일부률 사용하여 나포체척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률 이용하여 예비계산 결과률 제시하였다. 

계산결과 기폰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상관관계식을 나포체적을 가진 캐비티 모형에 

척용온 여러가지 한계률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관계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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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률 위해 판성 첨전 모웰(Bend deposition 모멜)과 Cook의 turning 모웰에 대한 

상째한 소개와 이둘 모웰율 나포체적혜석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모웰율 이용하여 율진 3.4호기 캐버티모형애서 용융물의 1배애 해당하는 

나포체적을 가진 캐비티모형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성 챔전 모웰을 이용한 결과 나포체적이 없는 경우 용융물 입사각이 가스 속도 

보다 훨씬 용융물 침전분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스속도의 변화는 용융물 

침전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Cook의 turning 모웰에서는 캐비티 

통로의 높이보다 낮게 위치하는 입자가 방출되지 못하도록 한 모웰율 사용 하였을 

때 나포체적이 있는 경우가 용융물 침전이 잘 이루어졌다. 또한， 용융물 입자의 

방출 가능성율 캐버티 출구 높이까지 고려할 경우 예측대로 캐비티 통로의 높이만 

고려한 경우보다 용융물 침전이 훨씬 잘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 두 모멜로부터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이다 

• 나포체적으로 인한 적절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나포체적이 없는 

경우로부터 융융물 방출 분율을 얻을 수 있었다 . 

• 용융물 입자 반경이 초기 조건얘 따론 방출 입계값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임계값 

보다 작으연 대부분 방출이 이루어 지나 입자반경이 이 값보다 크연 방출이 

되지 않으므로 좀 더 청확한 계산율 위해서는 용융물 입자 분포률 고려하여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민감도 계산결과 몇몇 변수애 대한 한계 및 사용범위 퉁율 예측할 수 있었다 . 

• 본 계산에서는 나포체척 벽면애 부딪힌 용융물 입자애 대한 

되튀김성 (b이mdabi I ity)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 언자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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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체적이 없는 경우보다 나포체적이 었는 캐비티 모형이 용융물을 

캐비티내에 잘 챔전시쳤으나 아직 실햄 퉁율 모의하기 위혜서는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였다. 한편， 나포체적이 있는 영광 3 ,4 호기 캐비티 

모행에서의 용융물 방출 실험결과는 나포체적을 융융물 채적의 각각 1, 2 , 3 

배로 하였율 때 나포체적이 없는 경우 보다 각각 약 5 , 10 , 200，정도 용융물 

방출이 감소하였다. 고랴의 캐비티 모형올 기준으로 수행한 실험결과도 

유사한 결과률 나타났다. 

나. Ice condenser 발전소 격납건물 직접가열 하중혜석 

이 연구의 목적은 Ice Condenser Plant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하중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률 도출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SNL에서 계속 

수행될 TCElLHS로 계산되는 하중과 CONTAIN 코드의 결과률 비교하여 

적 합혜 석 (Sσeening Analysis)을 보완하는 것 이 다. 

연구 방법은 NUREG/CR-61 09[5]에셔 Suπy발전소에 대해 수행했던 CONTAIN 계산과 

유사하나 PWR 해석 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 즉. Ice condenser 

plant에셔 격납건물 직접가열 챙첨올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고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적합 혜석(Screening Analysis)과 적합해석이 

타당한 혜결방안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상세연구(Scoping Analysis)률 포함하고 었다. 

혜석결과 Ice Condenser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중요하였다. 

첫번째，원자로파손전 첨화원의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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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자로 파손전까지 격납건물내로 방출된 수소가 누적 된다면 점화기는 격납건물 

직접가열 수소발생원으로 작용하여 격납건물 하중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원자로 파손전 수소 연소는 격납건물 하중의 위협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PWR 대형 건식 격납건물( Large Dry Containment)과는 아주 다르다. 즉， 대형 건식 PWR 

격납건물의 원자로 파손전 점화기의 작동 여부는 격납건물 직접가열 발생시 격납건물의 

건전성 여부에 크게 영향올주지 못한다. 

두번째， Ice Condenser의 Ice의 이용성 및 효과 

만약 lce가 이용 가능하다면 모든 경우에 대해 격납건물 하중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올 

하였다. lce Condenser는 PWR 대형건식 격납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쩨번째， 용융물과 함께 방출하는 물 

만약 원자로 파손전 수소 연소가 이루어 지고， 남아 있는 Ice가 거의 없다면， 즉 “ Small 

Dry Containment"의 조건이 사용되면 용융물과 함께 방출하는 물의 량 및 온도 둥이 

격납건물 하중에 영향율 미친다. 현상학적으로 용융물과 함께 방출하는 물의 효과는 PWR 

대형 건식 격납건물과 유사하나 격납건물 자유체적이 커 하중의 중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네번째，모멜불확실성 

수소연소 모멜， RPV 단열효과， 산화반용， 용융물 입자의 상부 격납건물로의 이송， 

Coherence 둥이 격납건물 하중얘 영향율 미친다. 

CONTAIN 코드률 사용한 이러한 격납건물 직접가열 해석 방법론은 국내 발전소의 

격납건물 직접가열 모델 시에도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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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포체적 해석 방안융 개발 

(1)개요 

여기에서는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 발생시 가장 중요한 현상인 캐비티로 부터 

용융물 방출 현상， 특허， 용융물 방출율 완화시킬 수 있는 나포체적 셀치 시 용융물 

방출율 얘측할 수 있는 모멜 개발 및 적용율 수륙하였으며 , 특히 , 격납건물 

칙접가열 발생시 격납건물 하중 완화률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나포체적 (Capture Vol빼e)율 가진 울진 3 ， 4호기 원자로 하부 공동(캐비티 

Cavi ty)에서 나포체적이 용융물 방출 분율에 미치는 효과률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캐비티로 부터 용융물 방출분율 중가는 격납건물 하중 증가를 

가져오며， 따라서 캐비티로부터 용융물 방출 분율 감소는 격납건물 하중 감소률 

의미한다. 그동안 용융물 방출 분율을 감소시키기 위혜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되어 

왔으며，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캐비티 내부에 나포체적율 셀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 중인 발전소의 여러 캐벼티 모형에 대한 용융물 방출 분율 

상판식이 실험 자료률 토대로 개발되어 왔지만， 나포체적이 있는 캐비티 모행에서의 

용융물 방출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극 소수얘 불과하다. 나포체적이 있는 

캐비티 모형에 대한 연구가 미미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중대사고 완화 

개념이 기존 발전소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아 나포체적이 셜치된 상용 발전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중대사고 완화 개념이 셀계 채안 사항으로 

부분척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용융물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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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u 풍용 나포체적과 유사한 개념언 Retention Chamber 및 Reflector Vane 둥율 

캐비티 내부에 설치하여 용융물 방출이 매우 줄어든다는 것율 실험적으로 

중명함으로써 륙허를 받온바 있다[68]. 하지만 이 경우애도 용융물 상사 물질로 

실제 용융물과 물생치가 매우 다른 물율 사용한 실험 자료만 제시되었을 뿔 용융물 

방출 분율율 혜석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 캐비티 모형이 

달라질 경우 용융물 방출 분율율 예측 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옳진 3.4호기와 

유사한 캐비티 모형에서 나포체적이 용융물에 미치는 효과률 알아보기 위해 용융물 

방출 실험이 수행 [45]된바 있으나 용융물 방출분율을 예측하기 위한 해석적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유동장 해석 코드인 FLOW-3D[69]률 사용하여 

나포체적 설치로 캐버티 내부에서의 가스 유동장 변화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이 

코드는 용융몰 입자에 대한 모멜 및 용융물 방출 관련 모웰이 존재하지 않아 

나포채척이 있는 캐바티 모형에서의 용융물 방출 분율을 예측할 수 없다. 

나포체적이 있는 캐비티 모형에서의 용융물 방출 분율을 예측 하기 위해 처음에는 

주로 지금까지 개발된 entrainement 상관식과 용융물 방출 분출 상관관계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들로 부터 나포체적 해석에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벨을 

조사하였다. 대표적으로 보고서 [65]에서 상세히 소개된 CORDE 모률에서의 

판생첨전 모멜(bend deposition 모밸이라고 합)[70]과 Cook에 의해 개발된 turning 

모웰 [71]. Tutu에 의해 깨발된 용융물 방출모멜(Melt Dispersal 삐odel)[72] 퉁 

었다. 그러나 이들 모웰온 나포체척율 모의하기 위해 코드 사용자의 사용 변수에 

대한 션택 갑이 너무 커 일반척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94년 원자력연구소의 Kim 둥에 의혜 개발된 용융물 방출 상관식 [45]( 이후 

'94상판식이라 부륨)과 져온상사물을 사용한 나포체적이 있는 캐비티 모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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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45]률 이용하여 나포채척이 있는 캐버티로 부터 용융물 방출을 얘측 할 수 

있는 방법율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냐포 체적이 용융물 방출에 미치는 

효과만율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캐비티 내부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둥은 고려되지 않았다. 하나의 얘로. 캐비티 내부에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Dry cavity)에만 분석하였으며 , 캐비티 내부에 물이 존재하는 

경우(Wet/FI∞ded cavity)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혜석 방법 

나포체적이 있는 캐비티로 부터 용융물 방출 분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나포체적이 없는 캐비티 모행에 대해 용융물 방출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94상판식이 이용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94상관식 [45]은 나포체적이 있는 

캐비티에 대한 실험 결과률 혜석하기 위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캐비티 특성길이， 

캐비티 내부 가스 유로 단면적과 같은 캐바티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애 냐포체적올 해석하기 위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최근 

보고서 [73]에서는 전에 개발된 용융물 방출 분율 상관식을 이용하여 나포체적 해석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나포채적 해석 방법은 첫번째로 '94상판식에서 개발된 상관식은 저온 상사물을 

가지고 수행된 실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가 때문에 고온 상사물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한 방정식들을 유도하여 이들을 ‘94상관식에 적용하여 고온 상사물 실험 결과와 

비교.검중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나포채적의 유무에 따른 현상학적 특성으로 부터 

용융물 방출 분율 예측 방법을 도출 하고자 하였는데， 저온 상사물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률 이용하여 냐포체적 크기와 용융물 입자의 속도 중배계수와의 상관관계률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터 유도된 상관식을 사용하여 울진 3 ，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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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티 모형율 기준으로 1 차측 압력의 크기 즉 여러 사고경위에 있어서 나포체적 

효과률 분석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α>NTAIN 최신판인 1. 2애 넣어 IET(Integral 

Effect Test )-9 실험 [74] 및 상용 발전소인 울진 3 ， 4호기에서 나포체적 효과에 따른 

격납건물 하중에 대해 예비 계산을 수뺑하였다. 

(가) 저온 상사물을 사용한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상관식의 고온상사물 적용 

'94상관식은 저온상사물을 사용한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상관식으로 다음과 같다. 

DF=4{1+ 빼(3.7910g꾀) (3.1) 

여기서 

t.= te v/Lp (3.2) 

v 캐버티 내부에서의 용융물 입자 속도 

t" 용융물 방출이 진행되는 시 {}(Effective period) 

Lp 캐바티 특성 길이 (Cavity characteristic length) 

한편， ’94 상관식은 캐버내에서의 용융물 입자 속도를 blowdown 시작 시 가스 

속도와 용융물 방출이 끝나는 시첨에서의 가스 속도를 명균하여 계산하고 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용융물 입자의 속도를 용융물 방출이 일어나는 시간을 107ß 의 

구간으로 나누어 이들 각 구간에서의 가스 속도를 명균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v(t) = rÌ1ø(t) / (PR Ac) (3.3) 

v= [v(O)+v(1)+ .... +v(9)]/1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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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O) t=O.O sec에서 가스 속도 

v(1) t=1*(t .. /10)에서 가스 속도 

v(9) t=9*(t .. /10)에서 가스 속도 

v(t) 시간 t에서 캐비티내 가스 속도 

PR : 캐비티내에서 가스 밀도(Reference gas density) 

Ac: 캐비티내 최소 유로 단면척 

본 보고서에서는 용융물 입자의 속도률 ‘94 상관식과 달리한 후 4가지 캐비티 

모형얘 대해 용융물 방출분율을 비교하였다. 표 3.3.1은 검중계산을 위한 여러가지 

캐비티 모형， 축소비， 용융물 및 수중기 상사물 둥을 보여주고 었다. 그림 3.3.1은 

각 캐비티 모형에서 실험 및 모델의 용용물 방출분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94상관식은 저온 상사물올 가지고 수행된 실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고온 상사물에 적용하기 위해 물질 상태량에 대한 방정식을 보완해야 한다. 고온 

상사물， 특히 고압분출시 캐비티 내부에서의 용융물 산화가 발생하고， 또한 산화가 

발생하는 용융물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용융물 산화로 인한 가스 밀도 변화 

효과률 고려해야 한다. SNL IET 및 LFP(Limited Flight Path)[75]실험에서도 

격납건물 직접가열 동안 원자로 내부에서 아칙 산화되지 않은 금속이 캐비티 

내부에서 급속히 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산화는 캐비티 내부에서의 가스밀도 

변화 및 온도의 굽상숭을 가져와 용융물 방출 분율에 많은 영향을 마쳤다. 

‘94 상판식온 상용 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해 원자로 내부 수중기만을 존재한다고 

가쩡하였으나 고압분출이 진행되어 용용물이 캐비티로 방출되어 수소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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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캐비티 내부에서의 가스 밀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필 수 있다. 먼저 수소의 

존재로 인한 캐비티 내부 총 분자량온 아래와 같다. 

MWcv=뻐2*2.01588+( 1-뻐2)*18.01536 (3.5) 

그러므로 캐비티 내부에서의 밀도 변화는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Pn = <To/TCy)*(MWcy/18.081536)* PR (3.6) 

PR = P∞I(뭘2O*To ) (3.7) 

Pn = 캐비티 내부 가스 온도 중가 및 수소가스률 고려한 가스 밀도 
To= 원자로 내부에서의 가스 온도 

Tcy= 고압분출 기간 동안 캐비티 내부에서의 가스 온도 
MWcy= 캐비티 내부에서의 분자량 

뻐r 고압분출 기간 동안 캐비티 내부 수소 농도 

한편， ‘94상관식은 캐비티 내부의 가스 온도변화률 고려하지 않으나 용융물 산화 

반용 및 용융물 업자로 부터 캐비티내 가스로의 열전달로 인한 가스용도 중가는 

가스 속도 변화롤 야기 시킨다. 가스 온도중가로 인한 가스 속도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먼저 캐비티 내부에서 가스 용도 중가률 고려하지 않았율 때 체적 

유량율 V (m3Is)과 가스속도 Vo (m/s)는 

V = nRTo/Pcav (3.8) 

여기서. To : 캐비티 내부 가스 온도 중가률 고려하지 않용 용도 

Vo = V Ift.c= nRTo/(PC8V* ft.c)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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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수 있다. 따라서 가스 온도가 Tcv로 중가하였을 때 가스속도 Vn 은 

(3.9)식에서 부터 

Vn= ñ RTcv/ (Pcav*A.) (3.10) 

로 나타낼 수 있다. 

식 (3.9)와 (3.10)율 이용하면 캐비티 내부 가스 온도가 중가한 경우의 가스 

속도(Vn )는 캐비티 가스 온도가 중가하지 않은 경우의 가스속도(Vo )와 아래와 같은 

상관 관계률 갖는다. 

Vn=vo*(Tcv/To) (3.11) 

고온상사물 효과에 대한 모멜을 검중하기 위하여 LFP 실험이 선정하였다. SNL의 IET 

실험들은 용융물 방출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반면， LFP 실험에서는 용융물의 방출이 낮은 

강부터 용융물의 방출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실험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상관식과 비교하는데 IET 실험보다 적절하다. 또한 용융물 상사물로는 thennite가 

사용되었으며， 고압분출 전 격납건물 대기가 연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r 가스로 

비활성화 시켰다. 이 실험에서는 캐비티에서 여러가지 가스가 생성되었으며， 수증기를 

제외한 각 가스의 농도가 고압분출 기간동안 측정되었다. 따라서 고압분출 기간 동안 

캐비티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스를 고려하기 위하여 식 (3.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MWcav=XH2*2.01588+XCO*28.0109+XAr*39.948+(I-XH2- XCO-XAr)*18.01536 (3.12) 

고압분출 기간동안 캐비티 내의 수중기 몰수는 초기 수중기량과 생성된 수소의 

전체량율 기준으로부터 계산하였다. 이 때 용융물 가스의 온도는 상사가스의 초기온도와 

캐비티에서 용융물의 대략적인 평균온도인 1,000 K가 사용되었다. 표 3.3.2는 해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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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들율 나타내고 있다. 그립 3.3.2는 용융물 방출분율에 대한 예측값과 실험값율 

보여주고 있다. 전체척으로 최대 10%의 차이로 실험결과률 잘 C얘측한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수중기 농도 및 가스의 온도가 정확히 측정된 값이 아니고 가정조건에서 올 수 

있지만크게 차이률 보이지 않으리라예상된다. 

(나)나포체적 해석 방법 

나포체적 해석 방법은 나포체척의 유무에 따른 현상학적 특성으로부터 용융물 

방출 분율 예측 방법올 도출 하고자 하였다. 

나포체척이 있는 캐비티는 나포체적이 없는 캐비티 보다 일반적으로 용융물 

방출이 어려율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나포체적이 있는 경우 어떤 주어진 분율 

만큼 용융물 방출 분율이 이루어 지기 위해 나포체적이 없는 경우에 버하여 더 높은 

압력을 펼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온 국내에서 수행된 나포체적 판련 실험에서도 

밝혀졌다. 

SNL에서 나포체객이 없는 경우 져온 상사물 실험 자료률 정리하면서 얻은 

결과[76] 첫째 , 웬자로 내부 압력과 용율물 방출 분율과의 판계는 그립 3.3.3과 

같이 웬자로 내부 압력 이외에 원자로 파손면적， 가스 및 용융물 밀도， 웬자로 

가스량， 캐비티 모형 둥에 따라 실험 자료가 매우 산재하여 분포하지만， 압력만 

변하고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한 경우의 실험 set에 대해서는 원자로 내부 압력 

중가에 따라 용융물 방출 분율은 S자와 유사한 모행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각 실험 set에서 용융물의 5Q11，가 방출되는 압력을 사용하여 압력 

충가에 따른 용융물 방출 분율올 정리하면， 즉. 그립 3.3 .4와 같이 각 실험 

set에서 용융물의 501가 방출되는 압력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률 

정규화(Normalized) 한다면 모든 실험 자료는 Zion 캐비티 모형이든， Surry 캐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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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든 캐비티 모형， 축소비， 상샤물에 판계없이 하나의 대표적인 곡선 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개념으로 용융물의 501까지 방출되는 실험자료는 

국내에는 없지만 나포체적이 있는 캐비티의 경우도 용융물의 501가 방출되는 

압력 (P50 )율 이용하면 그림 3.3 .4에서 처럽 나포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곡선상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C얘측할 수 있다. 

위와 같온 SNL 실험 정리 결과률 이용하여 나포체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모멜 

방안율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나포체적을 갖지 않는 경우와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1 ， 2 ， 3배인 경우 압력 중가에 따른 용융물 방출 곡선은 국내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그림 3.3.5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 3.3.5도 그림 3.3.3 

과 그림 3.3 .4의 관계률 적용하여 용융물의 50"가 방출되는 압력을 샤용한다면 그림 

3.3.6처럼 하나의 곡션상에 용융물 방출 분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3.6에서 

주어진 용융물 방출 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Po Pi (3.13) 
PSO,o PSO.i 

R : 고압분출 발생시 원자로 내부 압력 
P50 •0 나포체적이 없는 갱우 용융물의 5Q1J，가 방출되는 압력 

P50 . i 나포체적이 i 배인 경우 용융물의 5Q1J，가 방출되는 압력 

Pi= f p•cap *PO (3.14) 

여기셔 f p•call= 나포체적 효과로 인한 압력 중가 인자. 

한편， 나포체적 효과로 인한 압력 중가 인자의 역수률 속도 중배 계수(fY('I) 라 

정의하자. 

f yel=l/ fp ,ca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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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체척 효과로 인한 압력 중가 인자의 역수률 속도 중배 계수라고 정의한 

이유는 원자로 내부 압력은 캐비티 내부에서의 가스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속도중배 계수는 용융물 방출분율을 위해 사용되는 캐비티 내부에서 

가스속도 계산시 사용된다. 따라서 나포체적의 크기로 인한 속도 중배 계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ve l. j= P50•O/P5(). j = PO/Pj (3.16) 

여기서 , i=O ,1,2,3 으로 i=O는 나포체적을 갖지 않는 경우이고 i=1， 2.3 은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각각 1,2 ,3 배 일 때이다. 

식 (3.16)에서 보듯이 속도 중배 계수는 나포체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통일한 용융물 방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압력비로 쟁의된다. 그런데， 용융물의 

50111가 방출되는 압력비와 어떤 주어진 용융물이 방출되는 압력비는 같게 나타나므로 

시행착오 방법으로 속도 중배 계수률 찾을 수 었다‘ 그림 3.3.7에서 보는 바와 

나포체적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 중배 계수률 가지며，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1배， 2배. 3배 크기률 가진 캐비티의 경우 속도 중배 계수는 0.9. 0.8. 0.7 

의 크기롤 가질 때 실험 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였다. 즉， 다롤 조건이 같고， 

일차측 압력만 변한다연 속도 중배 계수로 압력의 크기에 판계없이 모든 실험 

자료훌 잘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포체적의 크기가 용융물의 정수배툴 가지지 않는 청우의 속도 중배 

계수는 앞에서 얻은 속도 중배 계수롤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1 차 방정식으로 

나타낼수 있다. 

fVl' I= -0.1i +1. 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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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는 용융물 체적에 대한 나포 체적의 체적분율 

(다) 나포체적 효과 분석 

그립 3.3.8은 본 해석애서 사용된 울진 3 ， 4호기 캐비티 모형의 기하학적 제원을 

보여 주고 있다. 본 해석에서는 노심용융물이 캐비티 섬프(Sump)로 흘러 들어가는 

것율 막기 위해 캐비티 바닥에 셜치한 턱과 격납건물 (86')에서 캐비티로 들어가는 

보수용 출입문은 고려하지 않았다. FLOW-3D의 해석 결과 [9] 에 따르면 나포체적이 

없는 경우 보수용 출입문으로 언하여 캐비티 수평 통로에서는 가스 속도가 

출입문이 없을 때 보다 툴라졌으며， 수직 통로에서는 큰 차이률 보이지 않았다. 

보수용 출입문은 캐비티로부터 용융물 방출을 중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용 

출입문으로 용융물 입자의 방출이 가능한지 실험이 이루어 지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식 (3.5)와 용융물 산화 및 캐비티에서 온도 변화률 고려한 관계식을 ‘94상판식에 

적용하여 그립 3.3.9와 같이 울진 캐비티 모형을 기준으로 6가지의 캐비티 모형에 

대해 용융물 방출 분율을 계산하였다. 그립 3.3.9에서 캐비티 모형 A는 울진 

3 ， 4호기 캐비티 모형에서 나포체적과 용융물 방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하여 껄치한 

턱(Overhang)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이며(영광 3 ， 4호기 캐비티 모형) , 캐버티 모형 

B는 현 캐비티 셜계대로 울진 3 ， 4호기 나포체적과 턱이 있는 경우이고， 캐비티 모형 

C는 나포체적만 있고 턱을 제거한 경우이고， 캐비티 모형 D는 나포체적은 없고 

턱만 셜치한 경우이다. 캐비티 모형 E와 F는 턱을 없애고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이 1배， 2배라고 각각 가정한 경우이다. 

표 3.3.3은 사고 경위와 판계없이 본 계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값들인데， 

이툴 값은 대표적인 S:JD 사고[77]에서 인용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따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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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지 않는 값들이다. 표 3.3 .4는 나포체척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로 사고 

정위에 따라 달라지며 뻐AP 코드로 계산한 값들이다. 

표 3.3 .4에 나타난 캐비티 내부에서의 가스온도는 격납건물 직접가열이 발생하지 

않는 각 사고 경위에서의 값이나， 격납건물 직접가열 발생 기간 동안 캐비티 

내부에서의 가스 온도는 거의 용융물 온도에 근접하리 만큼 매우 중가한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서 밝혀졌다[78] . 여기서는 고압분출 기간 동안 캐비티 내부에서의 가스 

온도률 모든 경우에 대해 용융물과 핀자로 내부의 가스 온도의 대략적인 평균 

온도인 약 2 ,000 K 로 가정하였다. 표 3.3.5는 5개의 사고 경위에 대해 그립 

3.3.9의 여러 가지 캐비티 모행에서의 용융물 방출 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3.10온 이중 SBO , SLOCA2 , SL0CA2에 대한 캐비티 모형별 용융물 방출분율을 

보여주고 었다. 

일차측 압력이 SBO 사고 정위처럽 매우 높을 때와 SLOCA4와 같이 일차측 압력이 

매우 낮을 때에는 캐비티 모행에 판계없이 용융물 방출 분율은 큰 차이률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차측 압력이 격납건물 직접가열 발생 가농성이 보통인 정우(1α)()-

2000psi= 약 6. 7MPa - 13.4 MPa)에는 캐비티 모형에 따라 용융물 방출 분율은 최고 

2~까지 차이률 보인다. 또한 나포체척과 용융물 방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만든 

턱이 있어 율진 3 ， 4호기와 동일한 캐비티 모형을 가진 정우(캐비티 모형 B) 오히려 

캐비티 모형 A과 같이 나포체적도 없고， 턱도 없는 정우보다 용융물 방출이 잘 

이루어 졌으며， 나포체적만 있고， 턱이 없는 경우(그립 3.3.9의 캐비티 모형 C)는 

나포채객이 없을 때보다 용융물 방출이 약 1 ., 정도 밖에 줄지 않는다. 그립 
3.3.7에셔도 보듯이 실험에서는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1배인 경우에 약 51 

갱도의 용융물 방출 감소 효과가 있으나 이는 율진 3 ， 4호기 캐비티 나포체적이 

용융물 채객의 0.22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EPRI 때D에서도 나포체적이 용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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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억체 효과톨 갖기 위해서는 나포채척의 체척이 용융물 체척의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 계산에 사용된 용융물의 량은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 뽕 만 아니라 구조물이 용융된 량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나포체적을 

셜치하지 않고， 용융물 방출 방지 릭만의 셜치는 오히려 용융물 방출을 

증가시켰다(그립 3.3.9의 캐비티 모형 D) .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수행된 소규모 

실험 결과와도 일치한다(그립 3.3.11). 또한， 울진 3 ， 4호기 캐비티 모형에서 

용융물 방출을 방지하라고 셜치하였던 릭을 제거하고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1배률 가정한 캐비티(그림 3.3.9의 캐비티 모형 E)는 울진 3 ,4 호기 캐비티 

모형보다 격납건물 직접가열 발생이 보통인 압력( 1000 -2000 ps i )에서 용융물 

방출이 10-15 " 정도 감소하였으며 ,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2배인 경우(그림 

3.3.9의 캐비티 모형 F)는 15-20 " 용융물 방출이 감소하였다. 

(3) C예TAIN을 이용한 예비 계산 

IET 실험 및 상용 발전소인 울진 3 ， 4호기에서 나포체적 효과에 따른 격납건물 

하중에 대한 예비 계산을 수행하였다. 

(가) IET-9 해석 

CONTAIN 코드툴 사용하여 SNL에서 수행된 IET-9 실험을 모의하였다. 기본경우는 

SNL에서 IET 실험을 모의하기 위하여 작성된 입력이고， 경우 I은 캐비티내에서의 온도 

및 가스의 밀도 변화 효과률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고， 경우 2는 앞에서 껄명한 것 처럼 

온도 및 가스의 밀도 변화 효과률 고려한 경우 이다. 여기서 Kim 상관식은 용융물 방출 

환율율 최대 80010 까지만 예측하기 때문에 ’94 상관식을 75% 에서 80% 까지 5%의 예측 

값을 75%에셔 100010 까지 25 % 툴 외삽하여 예측할 수 있도륙 하였다. 물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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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삽이 몰리척인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냐 Kim 장판식은 75%부터 80%에 

도달하는데 충분한압력율 필요로 하고， 실험과비교목척율 위해 이루어 졌다. 

표 3.3.6은 계산결과률 보여주고 있다. 기본 경우는 용융물 방출 분율율 코드 사용자가 

실험장에 맞춰 계산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험값과 일치한다. 캐버티내에서의 용도 및 

가스의 밀도 변화 효과률 고려하지 않온 경우 l은 예상대로 용융물 방출분율을 낮게 

예측하였으며， 용도 및 가스의 밀도 변화 효과률 고려한 경우 2는 실험값얘 보다 잘 

껍근하고 있읍율 알수 있다. 

(나) 율진 3 ， 4호기 해석 

@주요입력 

나포체적이 설치된 율진 3，4호기 상용 발전소얘 대해 CONTAIN코드률 사용하여 

격납건물 하중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울진 3，호기는 대형건식 격납건물로 Zion(73 ,623 

ml)이나 Surry(50,970 m3)보다 큰 차유 체적을 가지고 있으며， 열구조물의 표면척도 이들 

발전소보다 큰 톡칭을 가지고 있다. 웬자로 하부의 캐비티는 또 다른 특성율 가지고 

있는데， 용융물의 냉각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커다란 바닥 면적옳 가지고 있으며， 

고압분출에 의한 용융물 방출을 억채하기 위해 착은 나포체적과 용융물 유동 차단벽을 

가지고 있다. 그립 3.3 .1 2는 격납건물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된 15개의 격실을 

보여주고있다. 

각 격실의 체척 및 구조물의 표면척의 합은 율진 3，4호기 PSAR의 전체 격실 체적 및 

구조물 표면척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격실명， 체척， 격실높이 둥에 대한 자셰한 자료는 표 

3.3 .7에 나타나 었다. 표 3.3.8온 각 격실간 연결Guction)자료률 나타내고 있다‘ 유로 2와 

24률 제외한 모든 유로는 정상척으로 열려있다. 유로2는 두 격실간의 압력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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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si이상에서， 유로 24는 인 경우 두 격실간의 압력 차이가 9psi이상에서 각각 열리도록 

되어 었다. 격실 I파 3올 연결하는 유로 2는 3’x7’의 크기로 캐비티로 접근하기 위한 문으로 

정상 가동시에는 닫혀 었다. 캐비티에서 핵연료 재장전 풀을 연결하는 Seal table은 두 

격실간의 압력차이가 9p인이상이 되어야 열릴수 었다. 각 격실의 구조물로 부터 웅축된 

수중기는각 격실의 하부에 모이며 특정 높이 이상이 되면 다른 격실로 이동한다. 

CONTAIN 코드는 I차측에 대한 모델이 없어 이들에 자료률 다른 코드의 해석 결파률 

이용하게 되는데 이률 source data라 부른다. 여기서는 전원상실사고에 대해 MAAP철과률 

사용하였다. 원자로 용기률 하나의 젤로 모멜 하였으며， 가스의 blowdown올 모멜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내 수중기와 수소가 모멜 되었다. 계산은Medium pressure( 8.98MPa) 및 

고압(15.67MPa)인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다. 해석의 편의상 source data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각 경우에 대해 원자로 초기 파손면적은 직경 0.4m로 가정하여 아주 짧은 

시간동안(0. 1 sec동안) 파손직경의 최대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3.9는 

해석에 사용된 초기 조건을 보여주고 었다. 고압분출사고 동안 캐버티내 가스온도 및 

농도도 적절히 가정되어 사용하였다. 물론 이들 가정값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뒷바첨 되어 

정확히 사용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대락적인 추정 값(실제 캐비티 수소농도는 

사고경위마다 매우 달라짐) 값을 기준으로 셜정하였다는 한계를 밝혀둔다. 본 해석의 주 

목적은 I차측 압력 크기에 따른 나포체적의 효과가 주요 해석 대상이기 때문에 I차측이 

동일한 압력인 경우에는 이들이 해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용융물은 원자로 파손후 가스와 함께 원자로로 부터 방출되며 용융물 방출기간동안 

entrainment 된다. Entrainment rate상관식 으로는 Whally-Hwitte 상관식 이 사용되 었다. 

원자로용기 파손전에 수소연소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원자로용기 파손 후에는 용융물 

업자가 챔화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격납건물 직접가열 기간동안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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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연소률 고려하기 위혜 DFB(Diffusion Flame Buming) 연소 모멜을 사용하였으며， 

화염속도는 20m/s로 모의하였다. 

CONTAIN 코드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하중을 명가하는 방법으로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본 보고서에서 처럼 용융물 방출을 개발 상관식을 이용하는 경우와 용융물 

방출분율을 코드 사용자가 미리 정하여 이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용융물 

방출을 해석하기 위하여 캐비티 상수(Kc)가 필요한데 용융물 방출에 대한 합리적 값을 

얻기 위해 본 계산에서는 표 3.3.10과 같이 사용되었다. 동일한 캐비티 모형에 대해서도 

상사물질，축소비 퉁이 달라지면 이 값이 달라져[ 79] 아직 특정 캐비티 모행에 대한합리적 

셜정 방법은없다. 

@결과 

표 3.3.10은 계산경우 및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고압 및 보통 압력인 경우에 대해 3가지 

캐버티 모형에서 격납건물 하중이 분석되었다. 캐비티 모형 A는 영광 캐비티 모형이고， 

모형 B는 율진 캐비티 모형이다.그리고캐비티 모형 F는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2배인 

경우이다. 예측했던 것 처럼 I차측이 고압인 경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통인 

경우 나포체적이 큰 캐비티 모형F가 용융물의 방출을 제일 감소시켰으나 감소 정도가 

매우 작았다. 앞에서 셜명한 것 쳐럽 캐버티 상수에 따라 용융물 방출 분율이 매우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의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부격실의 대표적인 중기발생기 격실(격실 번호 4)과 상부격실의 대표적인 돔(격실 

13)에서의 최대 압력이 표 3.3 .10에 나타나 었다. 두 격실 모두 격납건물 하중이 율진 3，4호 

격납건물 파손 압력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율진 3，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이 

Zion이나 Surry보다도자유체적 및 열전달면적이 매우크고， 격납건물을여러 개의 격실로 

나누어 모웰한것도주요요인이라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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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진 3，4효기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현상에 대한 효과률 보다 정확히 얻기 위해서는 

많은 민감도 계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된 모멜의 효과률 보기 위해 

용융물 방출 분율 상판식을 이용하여 격납건물 하충을 평가 하였으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압력변수의 적절한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용융물 방출분율을 

가정이나기타다른해석적 방법율이용하여 얻은 용융물방출분율에 따라격납건물하중 

계산을 수행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4) 결파 

울진 3 ， 4호기 캐비티 모형의 용융물 방출 분율에 톡성은 다음과 같다는 결과률 

얻었다. 

• 일차측이 아주 고압(SOO)이거나 저압인 경우(SLOAC4) 나포체적의 

유무는 용융물 방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 용융물 방출을 방지하라고 껄치하였던 턱이 오히려 용융물 방출을 

중가시켰다 . 

• 울진 3,4 호기에서 용융물 방출을 방지하라고 썰치하였던 턱율 제거 

한다 해도 나포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나포체적은 용융물 방출을 

크게 줄이지 못하였다 . 

• 울진 3 ， 4호기 캐버티 모형에서 용융물 방출을 방지하라고 얼치하였던 

턱율 제거하고 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척의 1배률 가정한 캐비티는 울진 

3 ,4 호기 캐비티 모행보다 격납건물 직접가열 발생이 보통인 압력 (1000 

-2α)0 psi)에서 용융물 방출이 10-15 " 정도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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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체적이 용융물 체적의 2배인 경우는 15-20 " 용융물 방출이 

감소하였다. 

본 혜석에서는 캐비티 바닥에 셜치한 턱 및 보수용 출입문에 대한 효과가 현재 

모멜의 한계로 인하여 고려되지 못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효과가 고려되어야 

율진 3,4 호기 캐버티 모형이 용융물 방출에 미치는 효과률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위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캐비티 터널 벽에 설치된 용융물 방출 방지 

턱(Overhang)이 오히려 용융물 방출 중가률 가져 왔는데， 캐비티 바닥에 셜치한 

턱을 고려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향후， 앞에서 도입한 모멜의 타당성을 입중하기 위해 실제 상사물을 이용한 

실험결과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결론온 본보고에서 언급한 

가정하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라. Coherence ratio 

캐비티에서 blowdown 가스와 대기중의 용융물 입자의 상호반용온 용융물 입자의 

방출에 미치는 b I owdown gas OfI 의혜 제한을 받는다. 가스의 blowdown t ime에 대한 

용융물 입자의 blowdown t ime율 coherence ratio로 정의하는 데， coherence ratio가 

작을수륙 용융물과 가스와의 열척 상호 작용이 줄어들어 용융물과 수중기의 반용이 

수중기 부족으로 제한될 가농성이 크다. Tutu and Ginsberg[80]는 용융물 방출 

기간동안 용융물 산화률 제한하는데 있어 coherence의 장재적 중요성율 처음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는 그동안 개발된 coherence ratio의 특성을 살며보았다. 

• M. Pilch의 Coherence Ratio 

M. Pi Ich는 다음과 같온 제한조건하에 coherence ratio상관식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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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티내 유동온 산란된 어떤 일정 크기률 가진 용융물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동이 충분히 활발하여 용융물 입자의 크기가 유동 변수에 영향올 받지 

않는다. 

용융물 방출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 

용융물 입자의 속도는 가스속도에 비해 작다. 

가스 characteristic blowdown time(tb)은 isentropic process로 가정한다. 

1 (r+1ì좌피 V RCS ( MW g.RCS ì JS 
f' b :::많τ/ 그낀구후규j 

(3.18) 

용융물 방출시간( t，，)은 캐비티내 용융물 업자의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하였다. 

NUREG/CR-6075의 Eq. (E.83)으로 부터 

f'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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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
 

A 
C 

(3.19) 

따라서 식(3.18)과(3.19)로 부터 

( T Ïrcs ì (~ Md AhV많 p 
Rr=Cf써I"~" 11 Cd ma ~n' CtlI' 1 

… γ \ T 'd ) \ M"s.RCS’ VRCS) 
(3.20) 

• Yan and T.G Theofanous의 Coherence Ratio 

NUREG/CR-6075의 Eq. (E.56) and Eq.(E.66)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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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characteristic blowdown time(자) 즉 depressurization time constant올 

adiabatic process로 가정 한다 

1 VRCS( MWg•κsì~ 
'r,,= 좌:그긴 r RIIT" ) 

(3.2 1) 

- N때EG/CR-6075의 Eq. (E.66)으로 부터 용융물 방출시간은 M.Pi lch의 경우와 

동일함올 알 수 있다. 

(Rr)r. l' = O.2Cd짝뭔팎(r R'\7M)~ 
V RCS P'Rcs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적용할 수 있다. 

6<PRCS.o<13 .5 MPa, - 57 1 <TRcs.o<787 K, - 0.4<do<0.56 m 

(3.22) 

• Pilch에 의 한 Coherence Ratio와 H. Yan and T. G Theofanous의 Coherence 

Ratio의 비교 

NUREG/CR-6075의 Eq. (E.66)으로 부터 

( .., 、yt%(y-1)
[R싫 =1 굉. J [Rr싫 = O.58[Rr과 (3.24) 

관계가성립한다 

• ANL Coherence ratio. 

-. Gas blowdo빼( 'ts )을 isentropic process로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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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승쫓(꿇r (3.25) 

-.ANL옹 EulerNo.의 크기 에 따라 용융물의 방출 여 부 및 Coherence ratio률 모델한다. 

표 3.3.11은 Euler No의 크기에 따른 Coherence Ratio률 보여주고 있다. Coherence 

ratio는 Eu, Ku, R. 와 같은 무차원수의 값을 알면 얻율 수 있다. 이들 값은 모두 초기 

조건에 의해 구해질수 았다. Sweepout time도 초기조건으로부터 blowdown time이 

결정되면 정의로부터 쉽게 얻어진다. 

한편 • ANL은 Coherence ratio를 이 용하여 시 간에 따른 용융물 방출 분율 상관식 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ldiψ(1)= k R" J과(l-e쉰 (3.26) 

여기서 k=O.OI6, 

ASUR I PCAV ,OPM ’ .、“’R = ---，lζ닫한..!!l.~ (3.27) 
CåAH V 

위의 방출환율 상판식에서 지수 tft. 률 표 3.3.11의 coherence ratio로 

대치시키면 용융물 방출 분율을 구할 수 있다. 

• KAERI coherence ratio 

가스 blowdown을 isentropic process로 가정하며 .용융물 방출 시간을 N6=O.5가 

되는 기간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coherence ratio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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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fi 
'tb 

here te =웰[1灣 

'tb =_1 (센i쉰J)철|뻗!!펀) 
Cd,c \ 2 } Ah \ r R IlT O 

) 

• Coherence Ratio간 주요 차이캠 

(3.28) 

(3.29) 

(3.30) 

앞에서 coherence rat io에 대한 정의는 다 같더라도 blowdown 및 dispersal 

t ime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조건을 사용하므로 coherence rat io는 동일한 초기 

조건에 대해 같은 값율 가질 수 없다. 표 3.3.12는 각 상관식의 주요 차이점을 

냐타내고 있다. 

때L의 경우 용융물 방출상관식은 Coherence ratio률 사용하여 용융물 방출 분율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상관식의 간단한 륙성율 알아 보았다. 

그림 3.3.13은 Coherence ratio의 크기률 변화시키면서 다른 값이 일정할 때 용융물 

방출상판식에서 (l-e-깐 의 변화률 보여주고 있다 Coherence rat io{ t !ts ) 가 

0.5에서 1. 0까지 2배의 차이률 보일 때 식 (3.26)의 오른쪽에서 괄호안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같다면， 즉 동일조건초기 조건이라면 용융물 방출 분율은 크게는 

1. 6배(Co뼈lce Rat io가 0.5와 1. 0일 때 (l-e쉰 의 버)정도 차이률 보인다 

따라서 coherence rat io가 0.5와 1. 0의 2배 차이롤 보인다면 용융물 방출 분율은 

6~청도 중가한다. 그러므로 coherence rat io의 크기에 따라 용융물 방출 분율이 

많은 차이률 보인다. 그러냐， 앞서 살펴보았듯이 TCE모델(M.Pi lch)모멜과 CLCH(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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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 G Theo f anous}모멜간 초기 조건이 같더라도 coherence rat io는 약 56，.，의 

차이률 보이고 있어 용융물 방출 분율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ANL용융물 

방출 상판식에 다른 coherence rat io률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률 제공하기 

어려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격납건물 칙접가열과 관련된 상사해석과 발전소사고경위에 관련된 종합적효과 

분석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국가에서 지난 10여년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이들 실험 

해석 및 실험으로 부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분할된 기하학적 구조률 가진 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칙접가열하중에 관한 

축소비 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해 발생된 수소는 

격납건물 직접가열하중에 상당한 기여률 하며， 격납건물 격실분할은 격납건물 

직접가열하중을 상당히 완화하였다 . 

• 격납건물 직접가열과 관련된 특정현상율 규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개별효과 

실험프로그램에셔 캐비티로 부터의 용융물 방출. entrainment 및 entrainment 

과정동안 입자 파쇄 (Fra맹lentat ion)풍에 대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주요연구결과로는 1 차측압력이 매우 큰 경우 용융물을 캐비티내로 

억제시키는 캐비티는 존재하지 않으며， 용융물의 방출은 캐비티로 부터 필름 

형태로 방출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방출하는 동안 캐비티에서 열 및 화학적 

명형에 도달아 분쇄되어 방출되었다. 

개별효과실험 및 종합실험으로부터 간단한 물리모댈과 격납건물혜석 해석을 

위한 계통 해석코드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모델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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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멜용 종합실험자료로 검중되었으며， 격납건물하중을 잘 예측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 실험결파가 세부 모멜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자료률 

넘어서는 확장은 주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 확률론적 위해도 분석， 자연 감압 명가， 감압에 대한 사고완화 전략에 따르연 

고압에서 원자로 파손 가능성이 매우 회박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노섬노출사고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인 상태에서 펀자로내의 용융물이 

높은 금속성분올 지닌 가눔성， 즉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올 가눔성은 

회박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tool로는 비록 고압에서 원자로가 파손되어도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대형건식 격납건물(Large Dry 때R Containment)이나 

저압격납건물(Subatmospheric containmeht)은 위협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친 연구로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관하여 여러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울진 3.4호기와 같이 나포체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만 소수의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률 근거로 해석모멜의 개발 및 명가가 

있었다. 개발된 모멜은 단순화된 모멜올 가지고 비교. 검중하였기 때문에 발전소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실험자료와 비교.검중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 

2장 연구개발 동향에서 언급하였듯이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에 대한 쟁점은 거의 

격납건물파손에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발전소의 특정에 따라 추가 

해석은 고려될 수 있다. 

나포체적의 셜치도 용융물의 방출을 다소 줄일 수 있지만 압력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었어 기존 결과에 비추어 격납건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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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할수 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프랑스 웬자로형인 울진 

1.2호기의 경우는 캐버티 모형이 기존 것과 근본객으로 다르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은 캐비티 모행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때 

비륙 율진 캐비티 모형이 용융물 방출이 잘 이루어 진다 해도 캐비티 모행의 영향은 

거의 없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UREG/CR-6075에서의 방법론을 따라 격납건물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은 명가될 필요는 었다. 

현재는 1 ce Condenser에 대한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첨을 종결하는 노력이 미 

웬자력 규제 위웬회 후웬하에 진행 중이며， 더 이상 격납건물 직접가열 쟁첨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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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해석을 위한 여러가지 캐비티 모형 

Scale Do (mm) MeltSim비ant and Driver Gas Institute 

Kori 1,2 1140 15 H20 , N2 KAERI 

YGN 1,2 1125 16.08 WM, N2 KAIST 

YGN 3,4 1120 25 H20 , N2 KAERI 

SuπY 1,2 1142 9.525 WM, N2 8NL 

KAERI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IST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 3.3.2 해석을위한 LFP 실험에 대한초기 조건 

Parameters Test Series(LFP) 

18 2A 28 2C 8A 

Po(MPa) 2.6 3.0 3.6 3.3 2.6 

Do(cm) 3.5 3.5 5.97 8.57 3.5 

H20(몰) 180 229 249 246 188 

H2 Produced(몰) 128 151 154 184 139 

Mole H2 0.28 0.29 0.33 0.11 0.31 
Fraction 

H20 0.40 0.43 0.53 0.15 0 .42 
in Cavity 

CO 0.11 0.09 0.08 0.04 0.20 

Ar 0.21 0.19 0.06 0.70 0.07 

표 3.3.3 해석을위해공통적으로사용된값들 

Vessel Diameter(Cm) 40 Cross-sectional Area of 그림 3.3.8 

the Cavity(m2) 참조 

Debris Surface Tension (N/m 2
) 0.973 Volume ofthe Primary 302.4 

System( ml) 

Density of the Debris 7,698 Charaαeristic Length of the 26.28 

(kglml ) 
Cavity(m) 

Deb꺼s Viscosity( Pa.s ) 7.59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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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혜석에 사용된 MAAP 결과로부터 얻은초기 조건 

P8I힐meter Sequences 

S80 SLOCA 

2 3 4 

8reak Size(Æ2 ft2) 0.1 0.11 0.12 0.23 

Gas temp in RCS(K) 892 796 788 943 884 

RCS Press.(MPa) 15.67 11.22 8.98 6.45 3.88 

Corium Temp(K) 2687 2720 2724 2727 2791 

Pressure in Cavity(xE5Pa) 5.74 2.7 2.7 2.7 2.7 

Gas Temp in Cavity(K) 946 420 420 450 450 

Steam Mole Fraction in Cavity at VF 0.2 1.0 1.0 0.95 0.95 

H2 Mole Fraction in Cavity for DCH 0.8 0.0 0.0 0.05 0.05 

표 3.3.5 캐비티 모형 및 사고경위별 방출분율 

Dispersed Fraction from Cavity(%) 

CavityType 

A B C D E F 

S80 78.4 78.9 78.3 79.0 77.8 76.8 

SLOCAl 67.4 7 1.5 66.5 72.2 63.2 57.5 

SLOCA2 55.8 63.2 54.5 64.4 49.6 42.0 

SLOCA3 2 1.2 3 1.5 20.2 33.1 16.2 11.8 

SLOCA4 2.21 4.94 2.05 5.35 1.57 1.07 

표 3.3.6 IET-9에 대 한 용융물 방출 분율 비 교 

Cases IENFRA IENRAT T cav(K)IXH2 Dispersed Fraction 

from Cavity(%) 

기본경우 N/A 86 

정우 l 8 N/A 66 

경우 2 8 1798/0.46 82 

IENFRA : entrainment 깐action correlation 
IENRA T : Whally-Hewitt entrainment rat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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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격납건물내 가 격실의 체적 및 높아 

Number Compartment Name Vol.(m3
) Height (m) 

Reactor cavity & Instrument Tunnel 475 16.8-35.1 

2 Reactor vessel annulus 74 26.4-35.4 

3 Cavity door area 111 26.2-34.7 

4 S/G comp. B 3205 26.2-50.9 

5 S/G comp.A 3313 26.2-50.9 

6 RDTcomp. 111 26.2-30.2 

7 Regenerative Hx room 66 34.7-46.1 

8 CN annulus area A 5163 26.2-43.3 

9 Refueling pool 1609 30.63-43.3 

10 Polar crane comp. B 17332 43.3-70.1 

11 CN annulus area B 5168 26.2-43.3 

12 Upper dome comp. B 11065 70 ‘ 1-92.01 

I3 Upper dome comp. A 11065 70.1-97.5 

14 Polar crane comp. A 17801 43.3-70.1 

15 PZRcomp. 305 37.2-56.4 

16 Environment IE+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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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각 격실에서 유동관련 자료 

Junction From To Flow Area (m2
) AVL CFC 

2 1.25 0.39 1.5 

2 3 1.67 0.70 1.5 

3 2 4 5.61 0.39 1.5 

4 2 5 5.6] 0.39 1.5 

5 2 9 3.26 0.45 0.5 

6 3 4 7.92 1.48 0.5 

7 3 5 7.92 1.48 0.5 

8 3 7 1.38 3.89 0.5 

9 4 5 ]4.1 4 1.32 1.0 

]0 4 ]0 ]52.70 ]6.3 0.5 

] ] 4 ] ] 3.80 0.]5 1.5 

]2 5 8 5.07 0.]8 1.5 

13 5 ]4 ]49.00 ]6.3 0.5 

]4 6 ] ] 1.76 0.58 1.5 

]5 8 ] ] 65.22 2.74 0.5 

]6 8 ]4 32.09 28.8 0.5 

]7 9 ]0 ]05.60 ]2.8 0.5 

]8 9 ]4 87.75 ]1.] o. 
]9 ]0 ] ] 28.903 27.]0 0.5 

20 ]0 ]2 756.5] 27.67 0.5 

2] ]0 ]4 1177.51 63.19 0.5 

22 ]2 13 756.51 27.16 0.5 

23 13 14 756.51 27.16 0.5 

24 9 3.9 0.72 1.0 

25 ]] ]5 1.95 3.27 1.0 

26 15 10 28.50 5.99 0.5 

표 3.3.9 고압분출모의률위한초기 조건 

I 차측압력 압력(MPa) 원자로 고압분출기간동안 고압분출기간동안 

최종파손 
캐비티내가스온도 캐버티내 

직경(m) T ..... (K) 수소농도 XH2 (%) 

High Pressure ]5.67 0.7 2500 40 

Medium Pressure 8.98 0.6 20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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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계산정우 및 결과 

l 차측압력 캐비티모형 Kc 캐비티로부터 압력(xE5Pa) 
방출분율1) 

Cell4 Cell 13 

High Pressure TypeA 200 66.1 3.12 3.12 

TypeB 200 64.1 3.91 3.90 

TypeF 1,000 64.5 3.59 3.58 

Medium TypeA 5,000 51.4 3.13 3.13 

Pressure TypeB 5，아m 62.8 3.23 3.23 

TypeF 24,000 42.2 2.99 2.98 

1) 고압분출시작 14 sec 후 계산을 종료시킴. 

표 3.3.11 Euler Number의 크 기 에 따른 Sweepout 및 Coherence Ratio 

Criteria Sweepout Coherence Ratio Note 

。 <Eu<Eumin No occur Zero 
Eu，삐 

where 

“=~찮 
Eu...내，<Eu<ElIo Occur, 

Rr= f'M = ln(031핍 Ku) EU=C~(랐n끓)' f'& 
Not 

complete 

Eu>ElIo Occur, 
M ( kK파 Euo 마 (03파+짜)~ 

Complete 
Rr= 감= Inl k'~:ji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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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각 상판식의 주요 차이점 

SNL UCSB 때L 때ERI 

Blowdo빼 Isentropic Idiabatic 1 sotherma 1 Isentropic 

Time 

Dispersal 운동량방정식 좌동 Entrainment Entrainment 

Time 사용. 용융물 Criteria로 Cr i ter ia로 

입자 entrain Pus비‘lOa 몇 

되어 캐비티 Sorokin 상관식 의 
N6=O .5 

대기중 폰재. Umin 사용 

Entrainment 

Criteria를 U삐= 3.2懷
고려하지 

않음. 

Coherence Coherence Coherence Coherence Ratio는 Coherence 

Ratio와 Ratio를 얻기 Ratio는 용융 용융물용융물 Ratio는 

용융물 위해 용융물 방출 분율과 관계 방출분율과 용융물 

방출 방출 분율 없이 구할 수 관계없이구할수 방출분율과 

분율과의 실험으로 부터 있으나 고온， 있음. 관계없이 

관계 얻어야 함. 고압， 대형파손인 구할수있음.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여 실험에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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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1 여러가지 캐비티 모행에서 실험 및 모델에 의한 용융물 방출 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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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 test 

.E때· 

• Pre. 

100 

80 

--• 
• 

• 
60 

( $ 
) ‘ 
。

‘ 
40 

20. 

8A 2C 2B 
Series 

2A 1B 

0 

그림 3.3.2 LFP에서 용융물 방출 분율에 대한 실험 및 예측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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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9 해석에 사용된 여러가지 캐버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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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노섬용융물과콘크리트반웅연구 

1. MELCOR 1.8.2률 이 용한 MCCI 검 증 계산 

MCCI 현상 규명을 위해 수행된 주요 실험에 대하여 CORCON 코드률 수용하고 있는 

MELCOR 코드률 이용한 해석결과률 제시하였다. 대상 실험으로 SWISS[48] 및 SURC[81-

84] 실험을 선정하였으며 이률 통해 상부 냉각수의 MCCI 에 대한 영향파 노심용융물의 

주입모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험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예측정도를 파악하고 전산코드의 한계률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주요 가정 및 계산 방법 

본 계산에서는 현재 CORCON 코드률 확보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CORCON-MOD2[6]를 

수용하고 있는 중대사고의 종합적 해석코드인 MELCOR 1.8.2[6]룰 사용하였다. CORCON

MOD2가 아닌 MELCOR 1.8.2률 사용할 경우의 차이는 MCCI 반웅이 진행하는 구조체를 

포함하는 제어체적의 열수력적 거동이 다소 다르게 취급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계산 모델이다. MELCOR 1.8.2의 경우 노섬용융물의 열전달시 상부의 대기로의 열전달 

계산시 대기의 조건이 경계조건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MELCOR 1.8.2 코드계산에 사용한 주요가정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실제 실험에서는 expansion volume을 두어 반웅 용기내 압력을 일정한 한계값 이상 

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즉 용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b메1 valve를 사용하여 

상，하한의 압력폭을 유지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이를 단일 압력으로 간주하여 대기압으로 

일정하게유지하였다. 

(2) 핀자로공동 구조에 대한 현재 MELCOR 1.8.2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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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CONIMOD2 원자로공동 구조 중 "f1at-bottom cylinder" 이다. 하지만 SWISS 실험에서는 

고온의 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반용하는 과정을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보기 위해 실린더 양 

옆면을 MgO 단열 물질로 세우고 실린더 밀면만율 콘크리트로 채웠기 때문에 실험에 맞는 

입력 화일율 작성하기가 어렵다. 콘크리트가 실린더 옆면에 았으면 용융물과 반용하는 

콘크리트가 많아져 SWlSS 실험에 비해 상대척으로 방출 가스의 양의 중가와 공동 붕괴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이롤 해결하기 위해 hody poinκray가 콘크리트 표면과 만나는 

지점)의 위치톨 실린더 밑면에만 지정하였다. 그 이유는 국부적인 콘크리트 첨식율은 

각각의 hody point 에서의 열유속과 직접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ZO(ray 시스댐 

중심이 위치한 곳의 축 좌표)은 body point에서 ray와 콘크리트 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칙각이 되는 ray 수가가능한 많도록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3) 제어체적 열수력 조건을 위해서는 용융물의 열 제거와 콘크리트와의 반용에의 

경계조건으로써 CVH(Contr이 Volume Hydrodynamics) 때키지률 이용하여 옴도와 압력을 

정의하였다. 용융물과 콘크리트와의 격렬한 반웅으로 인해 생긴 열과 기체들은 CAV 

때키지와 관련된 CVH의 제어체적에서는 열 및 물질의 source7t 된다. 제어체적에 

냉각수가 없으면 용융물 표면에서의 열전달은 대류와 복사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냉각수가 존재할 경우(용융물 위에 냉각수가 존재)에는 용융물 표면에서의 열전달은 풀 

비둥곡선에 따라 이루어진다. 

(4) Fission product simulant 와 aerosol release는 고려 하지 않았다. 

나.계산결과및분석 

얘어로졸 생성량을 제외한 MCCI 진행과정의 주요 예측대상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콘크리트 침식 진행과정 및 침식율， 노심용융물의 옴도분포 및 열유속， 반옹에 

의해 유출되는 각종 가스 생성율， 그리고 노심용융물의 냉각애 따론 각질충 형성 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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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만 MCCI의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CORCON 각 해석모멜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별로 비교분석율 수행하는 방법 

대신 MCCI의 세부 현상 부분별로 계산 결과롤 비교하고자 하였다. 

CORCONIMOD2 의 경우 MCCI의 진행을 노심용용물이 원자로공동을 넘어 범랍하거나 

콘크리트 첨식이 완전허 이루어질 때까지로 간주하며， 콘크리트의 침식을 I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노심용융물이 실험치와 같은 열량올 함유하고 있을 경우 실험에 비해서 

.계산 시간은 길게 나타난다. 실험과 같은 조건하에서 SWISS-l , SWISS-2, SURC-l , 그리고 

SURC-4에 대하여 각각 3776, 3623, 21808, 그리 고 13513 초가 소요되 었으며 실험 결과에 

비하여 약 20 - 30 %늦게 나타났다. 

(1) 콘크리트 첨식율 및 첨식진행모양 

콘크리트의 첨식과정은 실험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지만(SWISS 

실험의 경우 가장자리에서 와르고 높게， SURC 실험은 중간 부분에서 빠르고 높게 

나타난다) 계산에서는 l차원적으로 해석하므로 지점에 관계없이 같은 침식모양을 보였다. 

SWISS-l , SWISS-2, SURC-l , 그리고 SURC-4의 콘크리트 침식 정도률 시간에 따른 

과정으로 실험치와 비교해보면 거의 통일한 첨식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험결과률 고려할 경우 l차원 모멜로는 콘크리트 바닥의 국부적인 침식 정도의 분포률 

예측할 수 없었다. SWISS-l과 SWISS-2의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침식율을 냉각수 주입 

전후(SWISS-l은 약 1900초， SWIS8-2는 약 100초에 각각 물이 주입됨)률 기준으로 

침식율올 비교해 볼 경우 냉각수 주입에 따른 콘크리트 반용에는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결과에서도 밝히고 있는사항으로 서로 일치한다. 

(2) 노심 용융물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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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용융물의 온도 분포는 노심용융물로부터 주위의 콘크리트， 상부 냉각수， 그리고 

노심용융물 내부 충사이의 열전달에 좌우되므로 각 열전달에 대한 모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 침식에 따라 분해물 속에 있는 각종 

가스의 상숭 효과로 인해 노섬용융물로부터의 열전달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심용융물의 온도는 고화온도이상에서는 빠르게 하강하고， 고화온도 

근처에 이르러서는 각질충 형성 둥에 의해 열전달이 더디게 진행되어 완만한 하강올 

보여준다. SURC-l의 경우 U02-Zr02의 혼합물올 모사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산시 

노심용융물의 구조는 heavy oxide-metal-light oxide의 충 구조를 가지며 계산 후반부의 

온도예측이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로 셜명될 수 있다. 첫쩨， 현재 

모멜에서는 지르칼로이와 이산화규소의 웅축상(condensed phase) 발열반웅올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열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노심용융물의 활발한 열전달올 

껄명하는 열전달 때카니즘이 부족하다. 

(3) 각종가스 생성율 

MCCl 시 발생되는 대표적인 가스인 CO. CO2• H2• 그리고 H20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위 가스들은 콘크리트의 침식에 따른 분해물로서 생성되는 것으로 

실험에서의 gas t1ux와 비교해보면 가스 종류에 따른 상대적인 양과 시간에 따른 변화에 

었어서는큰차이를보이지 않았다.하지만가스들의 절대적인 양에 었어서는계산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계산에서는 연소성 가스인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결과률 나타냈으나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나 수중기의 환원반용이 진행되어 

일산화탄소나 수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었다. 

(4) 각질충 형성 

노심용융물이 냉각됨에 따라 형성되는 각질충은 노심용융물로부터의 대류열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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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열제거 지연과 용융물의 내부와 주변에 대한 열저항의 역할로 인해 콘크리트 

첨식율을 적게 한다. 즉 열손실은 적어지고 용융물의 냉각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SWISS 실험의 경우 실험후 조사률 통하여 노심용융물 주위에 

여러군데 국부적인 각질충 형성을 확인되었고 성장 및 소멸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계산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각질충은 단순히 성장할 따름이며 형성된 

다음에는 짧은 시간이내에 용융물충이 고화된다. 따라서 현재의 CORCONIMOD2 

모댈에서는 각질충의 동적인 거동은 예측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및토의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 거동을 제외한 MCCI의 현상진행을 파악하고 열전달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제시된 주요 관련모델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세부적인 모멜의 MCCI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결과률 마련하고 전산모렐인 CORCON

MOD2의 해석여부률 검중하기 위하여 SWISS 와 SURC 실험에 대한 MELCOR 1.8.2를 

이용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주요 검토 및 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ORCON-MOD2에 제시된 주요 열전달 모웰의 예측 정도는 상호간에 큰 차이률 

보여준다. 따라서 노섬용융물로부터의 열전달은 콘크리트 분해에 따른 가스 주입을 

고려하여 보다활발히 이루어지는모델융사용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 침식에 대한 1차원 모렐은 국부적인 첨식의 차이률 셜명해주지는 못하지만， 

실험과의 비교 분석을통하여 적절한 결과률 제시하고 었다고판단된다. 

(3) 노심용융물 충의 온도 분포 및 각 방향으로의 열전달은 적절한 입력이 가능할 경우 

충분히 예측할수있다. 

(4) 노심용융물 주위에 형성되는 각질충의 동적인 거동 예측은 CORCONIMO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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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밸에셔는블가놓하다. 

(5) 콘크리트 침식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가스는 gas reaction chemis'σy뿐만 아니라 주위의 

열수력적 조건에 크게 의폰하며 큰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주요 반웅의 

중요도와 콘크리트의 phase diagram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MELCOR 코드롤이용한노심용융물과콘크리트 반용분석 

국내의 대표적인 원전을 대상으로 MELCOR 1.8.3 쿄드률 이용한 MCCI 계산시 필요한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냉각수 주입 유무 및 그 양 둥의 조건하에서 

노섬용융물이 원자로공동에 유입된 시각 이후로의 사고진행을 계산하여 원자로공동의 

냉각방안을평가하고자하였다. 

가. 계산대상선정 및 주요조건 

국내 대표적인 원전인 1000 MWe(281S MWth)급 경수로 원전의 원자로공동을 

계산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로공동의 구조는 in-core instrument chase로 통하는 통로률 

고려한 유효 반경으로 표현한 실련더 형태로 가정하였고 원자로공동 바닥의 깊이는 

격납건물 basemat을 포함한 길이로 하였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국내 원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basaltic 콘크리트인데 basaltic 콘크리트는 산화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산화탄소는 적게 포함하고 있어 콘크리트가 분해될 때 기체 성분 부산물은 객게 

방출한다(초기 질량의 약 1M에. 그러나 콘크리트 분해 온도가 비교적 낮아 Limestone 

Common Sand 콘크리트보다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침식이 많이 일어난다. MELCOR 1.8.3 

코드률 이용한 계산 MATRlX는 BASECASE률 포함하여 7가지 경우로 구성하였다. 원자로 

공동내 노십용융물의 사고진행 과정은 원자로용기 파손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과 

원자로용기 파손형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방출된 용융물의 온도， 성분 및 열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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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성 둥의 초기 조건과 원자로 공동내 냉각수 존재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외에 

원자로공동내 노심용융물의 분산 혹은 돼점과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MCCI)에 의해 

생성된 기체에 의한 영향율 받는다. 그러므로 MCCI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지만 본 

계산에서는 원자로공동의 파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서 노심용융물의 양， 냉각수의 

양， 노심용융물의 초기온도률 선정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2815 MWth의 원자로가 10 개월 간 100% 출력으로 운전되다가 사고 발생 

후 20000초 후에 원자로용기가 깨어져 노심용융물질이 하부 원자로공동에 떨어짐을 

가정하였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Basaltic 콘크리트이고 격납건물의 

압력， 수중기량， 기체온도， 수소량은 LOCA 사고시 MAAP에서 계산한 결과률 

초기조건으로 션정하였다. 

나. MELCOR 모멜링 

MELCOR 코드는 mu1tiple 때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때키지의 User's Guide률 

참고하여 입력화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MELCOR Cavity 때키지는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용율 모웰링하는데 이용하는 때키지이며 대부분이 CORCON-MOD3 코드롤 반영하고 

있다. Cavity 때키지는 원자로공동율 flat bottom cylinder 형태를 가진 axisymmetric 

콘크리트로 가정하였다. 

다. 계산결과및토의 

(1) BASE CASE(Cale 1) 

Base case는 노심용융물에 의한 원자로공동의 파손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상황율 모사한 

것으로， 노심용융물의 온도는 2700 K이며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녹아있는 노심용융 물질 

전부가 원자로공동으로 방출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특히， 원자로공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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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원자로공동 첨수계통 풍의 통한 냉각수가 천혀 공굽되지 않는 

가장심각한사고진행을반영하였다. 

2815 MWth 의 원자로가 10 개월 간 100% 출력으로 운천되다가 사고가 발생되며， 발생 후 

2아)()o 초 에 원자로용기가 깨어져 노심용융물질이 하부 원자로공동에 떨어지느 것올 

가정하였다.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반웅하는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 노심용융물의 

온도가 급속하게 떨어짐을 예측하였는데 이것은 반웅 초기 아주 짧은 시간동안 

노섬용융물과 콘크리트 사이의 반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용을 

셜명해 주며 빠른 콘크리트 첨식율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었다.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웅 초기에 콘크리트 침식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는 SWlSS 실험이나 BETA 실험 

결과에서 관측된 바와 같이 금속용융물의 경우 콘크리트로의 열전달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속용융물의 온도는 고화온도에 가까이 매우 툴리 접근하게 된다. 

반대로 산화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도 상당히 높은 온도률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화물이 금속용융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액화온도와 넓은 고화온도 범위를 

가져 산화물의 캠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본 계산에서는 노심용융물 충올 단일 혼합충으로 

모멜랭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계산을 수행한 것은 CORCONIMOD3의 충 

모멜(성충화 모멜과 혼합충 모델)은 실체적인 노심 용융물질을 모사하여 실험한 자료가 

아니라 oillwater, mercury/water, freonlwater와 같은 모사물질을 이용한 실험 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었으며 가스 유임에 따른 충간의 활발한 

유통에 의해 용융물 충이 혼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충화 모델이 사용될 경우 용융물 

충간의 "fljp" 현상으로 인한 급작스런 용융물 온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셔이다. 성충화 

모멜올 사용할 경우 충간 혼합 과정 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인 충간 밀도비， 상숭기 체의 

속도， 기포의 크기(또는 표면 장력)， 산화물춤의 첨성도 둥에 대한 민갑도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본 계산 대상에 대한 계선 결과 "flip"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계산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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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반용에 의한 기포의 상숭속도 이외의 범위에서는 거의 통일한 결과률 보여 주었기 

때문에 혼합모웰을 사용한 것 이다. 

BASE CASE에 대한 콘크리트 첨식율파 첨식에 따른 콘크리트의 모습은 축(하부) 

방향으로의 콘크리트 첨식이 구심(옆면) 방향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72 시간이 경과할 경우 하부 방향으로 60cm 가량 더 침식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콘크리트 침식율이 접촉변에서의 대류 열전달계수hf.와 접촉면의 온도Ti에 크게 의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축방향 침식이 구심방향 콘크리트 첨식보다 더 많은 것은 SURC 

실험결과(QT-E， SURC-3A)과 BETA[85) 실험결과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고 U02 

산화물을 이용한 MACE-MO[86) 실험에서도 축방향 침식이 구심방향 첨식보다 약 30% 

높게진행되었다. 

MCCI시 발생하는 기체별 생성량윤 노심용융물파 반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이 밝혀졌다. 예률 들면 SWISS 실험에서 사용된 콘크리트의 종류는 이산화탄소 

성분이 많은 Limestonelcommon 빼d인데 부피비(Volume(mole) percent)률 기준으로 하면 

H2<C02<CO 의 순서로 기체가 발생되었다. Basaltic 콘크리트가 사용된 SURC-2 와 SURC-4 

실험에서는 C02<CO<H2 의 순서로 기체가 발생하였다. 본 계산의(B없ltic 콘크리트) 여러 

기체들의 발생량을 비교해보면 24시간까지는 C02<CO<H2 의 순셔로 기체가 발생하였으나 

노심용융물내 금속물이 전부 산화되면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일산화탄소로 

환원되지 않아 콘크리트가 분해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중가하여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순서가 바뀌었다. 수소의 몰비가 감소한 것은 역시 같은 

이유로 상대적인 수중기의 양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I매uence ofWater 00 Cavity Coolability 

원자로 공동내 노심용융물의 냉각온 중대사고 완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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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용융물의 냉각이 확보되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어 중대사고의 결과가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종결될 수 있으나 만약 노심용융물의 냉각이 확보되지 못하면 

고온의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반웅하여 다량의 기체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 압력 상숭율 야기시키거나 고온의 노심용융물이 콘크리트 바닥을 관통하여 

격납건물율 파손시킬 수 있으며 또한 노심파편물속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을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시켜 격납건물내 방사선원에 큰 영향올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심용융물 

냉각과 관련하여 CASE2 와 CASE3 은 원자로공동에 주입된 냉각수의 양에 따른 콘크리트 

침식율，노심용융물충의 온도，비웅축성 기체 생성율 둥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경우이다. 

BASE CASE와 비교하여 CASE 2 는 원자로공동에 200 톤 가량의 물이 초기에 폰재하는 

경우이고 CASE 3 은 원자로공동챔수계통(Cavity Flooding System)을 작동시켜 원자로 

공동의 냉각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경우이다. 코드 계산시 입력화일에 사용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계산시깐 깐격보다 냉각수의 주입율이 너무 낮거나 극히 소량의 

냉각수가 공급된다면 상부냉각수로의 열전달을 계산함에 있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본 

계산얘서는 CASE 2 와 CASE 3 모두 냉각수가 초기에 노심용융물이 폰재하는 

원자로공동에 주입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계산결과는 노섬용융물 상부로 냉각수률 주입할 경우 콘크리트 붕괴를 야기하는 

시각에서는 크게 지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 90 hr 에 붕괴되는 BASE CASE에 

비해 냉각수률 계속 주입할 경우(CASE 3) 7일 이상 콘크리트의 용과를 막을 수 있음을 알 

수있었다. 

계산결과에서는 노섬용융물의 온도는 냉각수의 영향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상부에 각질충이 존재함으로인해 노심용융물로부터 냉각수로 빼져 

나가는 열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심용융물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매우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 상부 냉각수가 용융물의 냉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SN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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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SWISS 실혐의 결과에서도 냉각수와 접촉하는 용용물의 상부에 최고 6cm 정도의 

두꺼운 각질충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스태인레스 금속용용물의 온도가 서서히 감소함이 

발견되었다. 냉각수 주입 모드에 따론 각질충의 변화는 노심용용물이 콘크리트와 

반용하는 초기에 급격한 용용물의 옴도 하강으로인해 상부 각질충이 두꺼꿔지고 

노심용용물내 금속성분과 기체간의 산화반웅(발열반웅)으로 잠시 줄어듬율 알 수 있었다. 

노심용융물내 금속성분이 전부 산화가 일어나면 더 이상 발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각질충의 두째는서서히 중가한다. 

냉각수 주입 모드에 따른 콘크리트 첨식 변화는 노심용용물의 옴도가 매우 천천히 

감소하고 CORCON 코드에서 콘크리트 침식을 준정상상태 모멜로 취급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침식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냉각수 주입 모드에 따라 콘크리트 반웅으로 인해 발생된 수중기， 이산화탄소， 수소，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생성량율 비교해보면 수중기와 이산화탄소의 경우 콘크리트의 

분해로 인해 같이 발생되므로 같온 거동율 보였다. 일정한 양의 냉각수가 주입될 

경우(CASE 2) 냉각수가 주입되지 않는 BASE CASE와 통일한 발생율로 다소 

지연시키기만 하지만， 냉각수훌 계속적으로 주입할 경우(CASE 3) 발생율이 작아지며 

상당한 시간동안 지연된다. 그러나 금속 반용으로 발생되는 수소와 일산화탄소는 냉각수 

주업 모드에 관계없이 다만 그 유무얘 따라서만 다소 지연시커고 빠른 시간내에 반웅이 

모두 이루어진다. MCCI로 인한 격납건물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냉각수의 중발에 의한 

중기압의 영향으로 BASE CASE 보다 크게 중가함율 알 수 있었다. 특히， MCCl시 발생된 

기스의 영향보다는 MCCl률 지연샤킬 목적으로 주입된 냉각수 자체의 영향이 크게 

좌우되며 압력상숭율은 냉각수의 양에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Ioßueoce of Melt Mass 00 M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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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와 반웅하는 노심용융물의 양을 80 ’‘(CASE 4)와 50 o/o(CASE 5) 으로 

변화시켰율 경우의 노심용융물의 온도 변화의 결과률 보면 본 계산에서는 용융물의 

질량에 따라 용괴열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원자로공동에 떨어진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용은 자연히 이 용괴열의 양에 의폰하므로 용융물의 온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콘크리트 침식은 용융물의 작은 온도 차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파손까지는 CASE 5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노심용융물의 양이 적을지라도 콘크리트와의 격렬한 반웅으로 상당한 양의 비웅축성 

기체와 가연성 기체가 생성됩을 알 수 었었다. 하지만 같은 양의 금속에 대하여 생성된 

비용축성 가스가 격납건물로 전달되므로 노심용융물의 양이 적을수록 격납건물의 압력 

상숭율이 작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압력 상숭분은 용융물의 양에 비 례한다. 

(4) 10ßueoce of Melt Temperature 00 MCCI 

본 계산에서 껄정한 노심용융물의 초기 온도 변화(CASE 6의 경우 2800 K이며 CASE7의 

정 우 2500K이 다)가 MCCI 반용에 미 치 는 영 향은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용융물의 

초기 온도가 콘크리트의 고화용도(1400-1700 K)에 가까훈 1900 K 이하라면 노심용융물은 

급속히 고화되어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SWISS 실험의 결과 참조). 

3. 노심용융물의 피막층거동해석 

가. 해석모옐 

상변화률 수반하는 현상은 상변화가 일어나는 지 점이 계속 바뀌는 moving boundary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기폰의 해석적 모웰이나 수치 해법을 

이용한 모델들은 근사 이론을 이용하거나 현상을 단순화 시켜 해석을 하고 었으나 그래도 

복잡한 과정올 포함하고 었다. 이러한 용융물의 거동올 해석하기 위해 Enthalpy method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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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해석모렐율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법론올 CORCON코드에서 

가정하는 모웰의 단점을 개선하여 정확한 상변화 현상의 해석율 통해 중대사고시 

사고진행 및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농력 향상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물의 상변화 해석올 위해 운동량방정식과 에너지방정식올 2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에너지방정식은 엔탈피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에너지방정식올 엔탈피의 

함수로 구성할 경우 용융물내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연을 구하기 위해 또다른 

방정식이나 경계조건올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었다. 그리고 이러한 2차원 

지배방정식올 해석하기 위해 유한차분법 및 SIMPLER 알고리즘[87]올 이용하여 

전산모웰링올 수행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먼저 용융물만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 계산올 

수뺑하였고 이률 바탕으로 상변화를 수반하는 용융물내의 유통과 용융물 상부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유통까지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용융물 피막충의 거동올 해석하였다. 

나. 계산수행 및 결과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냉각수의 버둥과 gas injection 효과률 고려하지 않은 실험올 

대상으로 enthalpy method률 이용하여 검중계산올 수뺑하였다. 이 실험은 용융물로 상변화 

온도가 70'C인 저온용융금속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용기에 용융물을 주입한 후 용융물 

상부에 냉각수률 주입하여 용융물의 냉각에 따른 피막충 형성과정 및 열전달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실험용기의 좌우 측면은 단열을 하였다. 실험의 개략적인 geomeπy는 

내부 크기가 가로 45cm, 세로 15cm, 높이 15cm의 칙육연체 용기에 7.5cm 높이까지 

용융물이 채워져 있고 그위에 냉각수가 폰재하는 경우와 용융물의 Rayleigh number률 

중가시키기 위하여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35cm의 내부 크기률 갖는 직육연체의 

용기에 용융물의 깊이가 20cm 인 경우 둥 두가지이다. 

검중계산은 I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하였는데 먼저 l단계는 계산영역을 용융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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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한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4Scm x lScm x lScm의 geometry에서 용융물의 

깊이가 7.Scm인 경우롤 대상으로 하였다. 용융물 상부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냉각효과률 

고려하기 위혜 용융물의 상부 경계조건을 용융물의 상변화보다 낮은 상수 온도로 

셜정하였고 모든 물성치는 상수로 가정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밑면과 윗면의 경계조건인 

용융물의 하부 가열온도와 상부 냉각온도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용융물의 

피막충 형성은 8enard c터l을 중심으로 용기의 좌우측면과 가운데부분에서 두껍게 

형성되어 파동 형태가 됨을 보였다. 피막충이 이러한 파동형태로 형성되는 이유는 8enard 

C터l의 가훈데 영역에서는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로 인해 용기의 하부 가열량이 많이 

전달되어 피막충의 두께가 앓게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용융물내에서의 온도분포는 

용융물이 액체상태일 경우에는 하부 가열면과 상변화가 일어냐는 경계면부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용융물이 고화된 피막충에서는 

전도에 의해 열전달만이 이루어지므로 급격한 온도변화률 나타내었다. 

실제로 용융물이 냉각수와 접촉하여 냉각될 때 용융물과 냉각수의 접촉면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고 두 유체간의 열전달 효과로 인하여 계속 변화한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혜서는 용융물과 냉각수영역을 통시에 계산하는 것이 펼요하다.2단계 계산은 l 단계 

계산올 발전시켜 계산영역을 냉각수영역까지 포함하여 성충화된 두가지 유통장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확장하였다. 두 유체가 접촉하는 경계면은 계산 초기부터 

피막충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여 속도장은 0이라고 가정하였으며 경계면에서 에너지 

정계조건은 용융물의 열속과 냉각수의 열속이 같다는 조건으로 각 시간마다 온도률 

구하여 이률 그 시간에서의 용융물의 상부 경계온도와 냉각수의 하부 경계온도로 

얼정하였다. 이것도 용융물의 하부 가열온도와 냉각수의 상부 냉각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계산결과도 l단계 계산과 마찬가지로 용융물의 피막충은 

파동형태의 불균일한 모습으로 형성됨을 보였다. 그러나 2단계 계산에서는 l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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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서 보다 더 불균일한 피막충 형성율 보였는데 이는 I단계 계산에서는 냉각수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용융물의 상부 경계용도률 상수용도로 셀정하여 냉각효과률 고려한 

계산율 수행한 것과 달리 2단계 계산에서는 용융물과 냉각수의 접촉면의 용도가 시간에 

따라계속변화하고또위치에 따라조금씩 차이가있기 때문에 용융물의 피막충은이전의 

계산보1다안정적이지 못한 형태로 형성됩을보여주는 것으로판단된다. 

25cm x 15cm x 35cm의 용기에 용융물의 깊이가 20cm인 경우에 대해서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는 용융물의 중앙부분에서 파동형태의 피막충이 형성되지 않고 거의 

균일한 두째로 피막충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용융물의 깊이와 폭의 비 (25:20)가 앞의 

경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용융물내에서 자연대류로 형성되는 Benard cell이 크게 형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용기의 양쪽 끝부분에서는 피막충이 두껍게 형성되는 결과를 

보였다. 실제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발생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공동에 떨어질 경우 

공동내에서 노심용융물이 차지하는 부피는 세장비(폭과 높이의 비)가 굉장히 작다. 

그러므로 앞서 계산한 세장비가 작은 경우(45:7.5)에 형성된 피막충의 형태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중대사고시 원자로 공동내에 있는 노심용융물은 측면과 

하부가 론크리트와 접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접촉면의 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피막충이 두껍게 형성될 것으로 얘상된다. 

기존의 충대사고 코드들온 용융물의 열천달현상올 해석할 때 용융되는 노심의 양에 

판계없이 같은 상관식율 적용하고 었다. 그러나 사고진행 추이에 따라 노심용융물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로 공동내에서 차지하는 노심용융물 부피의 세장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노심용융물의 째장비에 따라 열천달 상판식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가스주입에 따른노심용융몰거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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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석모웰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바닥(원자로 공동)은 이 노섬용융물에 의혜 침식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각종 가스는 상부의 노심용융물 충 

내부로유입되어 노심용융물로부터 주위로의 열전달을 활발히 일으키는 현상을 유발한다.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웅시에 발생되는 기체의 속도는 10-1 m/s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체 주입에 의한 열천달의 중가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스의 효과에 

의한 열 및 물질전달 현상을 좌우하는 가스기포의 상숭속도와 기포의 반경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인자들을 고려한 노심용융물 충과 

냉각수의 동척거동을 파악할 경우 활발한 열전달에 의한 냉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가스가 주입을 고려한 노심용융물의 거동은 연속상을 갖는 액체상태의 용융물속에 

분산상을 갖는 기체의 기포가 존재하는 2상유동형태이다. 이러한 거동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wo-Fluid Model[88]을 이용한 2차원 지배방정식을 수립하였다. 이 모델의 

해석방법은 우선 분산상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속상을 갖는 용융물에 대해서 주어진 

경계조건올 대입하고 단상유도의 경우와 같이 푼다. 일단 연속상의 속도， 용도 둥을 계산한 

후 분산상의 기체률 주어진 입구경계조건을 가지고 유동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 

기체는 용융물에 의해서 그 경로， 속도， 용도 둥이 결정된다. 이렇게 얻어진 가스의 

거동으로부터 상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계산한 후 이률 용융물과 가스의 거동을 

계산하는 지배방정식에서 생성항에 포함하여 다시 푸는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 결국 

수렴된 형태의 용융물과 가스의 거동이 얻어진다. 

지배방정식에 대한 수치해법 기법 및 알고리즘은 4장의 피막충거동 해석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Power law scheme 과 SIMPLE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나. 계산수행및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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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장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전산프로그햄을 완성하여 KfK에서 수행한 

기체주입효과훌 고려한 용융물의 열전달측정 실험율 대상으로 검중계산율 수행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기체 주입이 두 개의 명행한섞이지 않는충 사이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에서 밀도가 높은 낮은 충에 열이 가해졌으며 두 충의 밀도비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두 개의 시스댐， 즉 silicone oil(91O kglm3)/water와 

silicone oillWood’s metal(9500 kglm3)이 사용되었다. 본 검중계산에서는 silicon oillWood's 

metal 실험을 검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서는 기체의 주입 속도률 실험인자로 하여 기체주입 속도에 따른 용융금속 및 

silicon oil 영역에서의 옴도분포롤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기체주입 속도가 중가함에 따라 

온도분포가 균일해지는 결과률 보였다. 본 연구에서 완성한 전산프로그햄으로 이러한 

실험율 모의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는데 계산결과도 기체주입 속도가 클 때 더 균일한 

온도분포률 보였다. 이는 기체주입 효과에 의해 용융물 내에서의 열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열전달량이 중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에셔는 

기체 주입이 없는 경우의 용융금속 내부의 온도차가 기체 주입 속도가 O.63cm/s 인 경우의 

온도차보다 6배이상 높은 결과률 보였다. 이는 기체주입이 있는 경우 용융물 내부의 

열전달 계수가 6배 이상 높옴을 의미한다. 또한 계산결과에서도 기체주입이 없는 경우의 

온도차가 기체주입이 있는 경우보다 최고 4배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기체 주입 

속도가 큰 경우에는 기체의 영향으로 인해 용융물내에서 정상적인 자연대류가 얼어나지 

않으므로 Bemard Cell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체의 주입 속도가 작아질수록 

기체의 유동이 용융물의 유동애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므로 용융물내애서는 자연대류시 

발생하는 Bem빼 C터l이 점점 발달함을 알 수 있다. 기체주입속도에 따른 용융물 내에서의 

온도분포를 기체주입속도가 클수록 용융물내의 온도분포가 균일해지는 결과률 보였다. 

이는 가스주입효과로 인해 용융불내에서 열전달량이 중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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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계산율 수행한 후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실재의 노심용융물을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실제의 노심용융물율 대상으로 기채주입효과률 명가한 실험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결과값은 실험결과와의 비교명가률 

못하였다. 

계산 대상 노심용융물은 러시아의 RASPLAV 프로책트에서 제시한 C-25, C-50, C-75, C-

100으로 하였으며 중대사고 발생시 노외로 분출된 노심용융물은 원자로공동에 넓게 

돼진다는 가정하에 계산 기하학적 구조는 가로 3m, 쩌로 O.3m로 하였다. 노섬용융물의 

붕괴열에 의한 내부발열을 모사하기 위해 내부발열량은 300Wlkg[89]으로 가정하였다. 

계산 초기조건은 용융물의 용도를 2800K로 하였고 밑에서 주입되는 기체의 온도는 

콘크리트가 삭마(ablation)되는 용도인 I350K로 가정하였다. 

주입되는 기체속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체의 주입속도는 IOcnVsec, 5cnVsec 그리고 

기체주입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중대사고시 노섬용융물내로 주입되는 

기체는 수중기 및 여러 가지 비용축성 기체가 혼합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체가 혼합된 상태의 혼합비와 물리적 물성치는 파악하기 어려운 챔이 었다. 

기체혼합비의 경우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MELCOR 둥에서 예측한 결과률 적용하면 되나 

정확한 물리적 물성치는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기체의 주입효과가 용융물의 냉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률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계산에서는 주입되는 기체는 

질소기체 한가지만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중대사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이나 원자로공동 침수계통 둥을 통해 주입되는 냉각수가 

용융물 상부에 존재하게 되며 이때 용융물과 냉각수가 접촉하는 경계면은 매우 높은 

고용이므로 냉각수는 막비둥(fiIm boiling)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계산에서는용융물상부의 경계조건으로Berenson의 막비둥상판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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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수행결과 노심용융
물을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애도 기체의 주입속
도가 클수록 

용용물내의 하부와 상부
의 온도차이가 작았다. 

또한 C-25인 경우가 온
도차이가 가장 

작았고 C-IOO인 겸우가 온
도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C-25인 용융물은 금속성
분(Zr)을 가장 

많이 함유하므로 열전도
도 k의 값이 가장 크며

 C-50, C-75으로 갈수록 금속성분
이 

착아지며 C-IOO인 용융물
은 금속성분이 하나도 

없는 산화불로만 이루어
져 열전도도가 

가장 착아서 열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노섬용융물올 
대상으로 한 

계산에서도 예비계산에
서와 마찬가지로 기체

의 주입속도가 크면(IOcm/sec) 가체의 

속도영향으로 인해 용용물
내의 자연대류에 의한 Benard Ce\l ol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나 

기체의 속도가 작을수록
 용융물 내에서의 Benard Cell이 정 점 발달하는 결

과플 보였다. 

용융물 내에서의 온도는
 냉각수와 접촉하는 용융

물 상부부분에서는 급격
한 온도변화를 

보이나 그외에 나머지 부
분은 거의 일정한 온도분

포률 보였다. 이는 용융물
의 내부발열을 

모사했기 때문에 이 영향
으로 인해 냉각수와 접촉

하는 경계면 부근올 제외
하고는 용융물 

내부의 온도가거의 일정
하다고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용융물의 구
성성분이 금속성분이 많

을수록 열전달이 잘 이
루어지며 또한 

가스의 주입효파가 클수
록 열전달아 잘 이루어

지는 결과률 보였다. 그
러나 본 연구의 

계산대상으로 삼았던 
용융물로 수행한 실험이

 지금까지는 없는 실정
이다. 그려므로 

금년도에 수행한 계산
결과는 실험결과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계산결과의 경
향은 용융물의 냉각에 있

어서 용융물의 성분과 특
히 금속성분의 

양， 그리고 용융물이 콘크
리트와 반웅할 때 발생하

여 용융물내로 주입되는
 가스의 속도가 

중요한 언자가 됩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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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원자로하부구조파손기구분석모델개발 

1. 원자로 하부구조 파손기구 분석모댈 전산쿄드개발[90] 

웬자로 하부구조의 파손기구 분석모엘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도입하였으며， 열전달 및 

닫，소성 변형을 유기적으로해석할수있는전산코드률 개발하였다.개발된 전산묘드는용 

융핵연료의 발열에 의한 온도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률 해석할 수 있으며 매 순간에서의 

탄성변형 및 소성변형， 원자로 전체구조 및 하부구조의 용피하중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 

햄이 포함되어 있다. 

압력용기의 하충지지능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극한해석 이론을 기본으로 내압 

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극한해석은 압력용기가 지지할 수 있는 내 

압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붕괴하중값과 봉괴모드률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된 전산코 

드률 이용하여 용융핵연료로부터의 열량유입에 의한 열전달 해석과 극한해석을 수행한 결 

과 발열량의 가정 및 열경계 조건에 의하여 웬자로 하부구조의 변형모드와 파손하중 값이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웬자로하부구조에 대한열전달해석결과는열경계조건에 따라온도분포에 현저한 

차이률 보여주었다. 따라서 웬자로 충대사고시 웬자로 용기 하부 파손현상 연구률 위하여 

는 노섬용융물의 생성， 유동， 용고거동에 대한 척절한 가정율 통하여 열경계조건의 정확한 

입력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열전달을 고려한 하부구조의 극한해석결과률 보면 열전달 조건에 따라 파손압력은 3-4 

배 가량 차이가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해석결과들은 열경계조건이 원자로 하부구 

조의 파손기구해석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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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ap올 가정 한 온도분포 및 파손하충[91] 

2차년도 연구에서는 용융핵연료와 펀자로 하부구조와의 gap율 가갱하여 용도변화에 따 

혼 변형율 해석하고 그에 따른 온도분포 및 파손하중 변화률 해석하였다. Gap의 열전도도 

는 얼정한 값으로 주었으며 gap의 크기는 초기에 임의의 값을 설정하여 용도변화에 따른 

변형에 의하여 그 크기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부터 열전달 해석율 

수행한 결과， 펀자로 하부구조의 최고용도는 중심축으로부터 20-30도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다. 파손하중에 있어서는 중심축부분에서 최고용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하여 

10% 가량 큰값올 가짐으로써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용융핵연 

료와 펀자로 하부구조와의 gap어| 판하여 다양한 해석올 수행함으로써 파손의 방지책 또는 

완화책으로 냉각방법과시기 퉁올보다 정확히 제시할수 있율 것이다. 

열점소성 유한요소 프로그햄을 열전달 유한요소해석과 연계하여 고용 고압에셔의 원자 

로 하부구조의 변형올 해석하였다. 열점소성 해석은 변형중의 열전달에 의한 원자로 하부 

구조의 물성치 변화률 고려하였다. 또한， 붕괴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간단한 파손기준을 도 

입하였다. 압력용기의 변형정도에 따른 파손여부률 결정할수 있는 판정기준으로서의 파손 

기준식온 변형률 기준， 웅력기준， 변형률과 웅력율 조합한 기준둥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 

서는 유효변형륨식율 근거로 하는 파손기준식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용기의 두께방향에 대 

한 유효변형률이 0.2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파손으로 판갱하였다. 

3. 수중기 캡에 의한 원자로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변화 및 붕괴압력 [92] 

열유입량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열전달 조건에 따라 펀자로의 파손압력은 큰 

차이롤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융핵연료와 펀자로 하부구조 사이의 캡을 가정하고 

쟁에 대하여 일정한 열전도도 값을 지정함으로써 열변형에 의한 껍의 크기 변화에 따라 

쟁의 열전달률이 바뀌도록 하였다. 그리고 용도변화에 따른 캡크기의 변화률 해석하고 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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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의 변화로 인한 열정계조건의 변화가 원자로 하부구조로의 열전달애 미치는 영향율 

살며보았으며， 이러한 용도분포의 차이가 원자로 하부구조의 파손압력에 마치는 영향을 

고찰혜 보았다. 이 번에는 용용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 사이에 S야am으로 채워진 챔을 

가정하여， 챔의 효과에 의한 원자로 하부구조의 용도분포 변화 및 붕괴압력의 변화률 

고찰하고자 하였다. 쟁에 대하여는 용도변화에 따른 열전도도 밀도 둥의 변화률 고려하고， 

열변형에 따른 크기의 변화률 해석하였다. 또한， 원자로 하부구조의 열전달 혜석결과 

얻어진 용도분포률 이용하여 압력용기 전체에 대하여 용괴해석을 수행하였다. 

용융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 사이의 열전달은 사이에 갖힌 gas에 의하여 열전달률이 

감소되는데 Gamier 둥은 쟁의 두께률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열전달계수률 

계산하였다. 

k 
h_ = 聊-
뺑 3.6(R1 + R2) + (gl + g2) 

kgcψ : 용용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 사이의 스팀(steam)의 열전도도 

RI ,R2 : 껍 의 양쪽표 면 의 거 철 기 (TypicaJ debris roughness: 2 x 10-용 (m)) 

gl ,g2 : 용도간격 을 나타내 는 항 (Temperature jump distance terms) 

용도가 중가함에 따라 스팀의 열천도도는 약 2-3배 가량 중가하게 되나， 한편으로 

열변형에 의하여 용융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 사이의 쟁의 두께가 중가하게 되는 경우 

열천달 계수 값온 감소하게 된다. 

용용핵연료는 78%U02-] 7o/oZr<h의 (U，Zr)02가 약 63cm의 높이로 원자로 하부구조에 쌓여 

있는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주어진 용도(2000-30000K)에서 무게는 약 20-23톤 가량이 된다. 

원자로 하부구조는 SA533B 앙eel로 초기용도는 6OO0K인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RCS(Reactor Cool뼈t Sys야m) 압력(5-]5 MPa)하에서의 물의 포화(saturation)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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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당한다. 용융핵연료의 내부에서는lMW의 발열이 지수척으로 감소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가청하였는데 이는핵반웅에 의한발열을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해석올 위한 시간간격은 초기 시간간격올 0.2초로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간격을 

조금씩 중가시켰다. 이는 초기의 온도변화가 매우 큰 점올 감안한 것이며， 챔의 두께률 

계산하는데 있어 오차률 줄이기 위하여 전체 해석시간에 있어 시간간격이 커지지 않도록 

하였다. 

용융핵 연료로부터 원자로 하부구조로 열전달이 이루어짐에 따라용융핵연료 및 원자로 

하부구조는 열팽창 또는 수축이 일어냐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각각의 온도변화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 것으로 온도변화가 큰 부분에서 더 많은 변형이 얼어날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 따라서 용융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 사이의 간격 이 초기 젤정 값으로부터 중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며， 용융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 사이의 

열전도도률 일청한 값으로 정한 경우， 간격이 넓어진 부분에서는 열전달량이 감소하게 

될것이고 간격이 좁아진 부분에서는 열전달량이 중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열전달량의 변화는 원자로 하부구조의 온도분포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붕괴거동에도 영향올 미철 것으로 빼측할수 었다. 

본 논문에서 해석에 사용된 열경계조건 둥은 TMI-2 사고의 경우률 참고로 한 것이며， 

원자로 하부구조는 고리 l호기의 형상올 모델랭 한 것이다. 해석 예제는 챔의 효과률 

관찰하기 위하여 챔올 고려하지 않은 경우， 즉 용융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가 직접 

접촉되어 열전달이 발생하는 경우와 용융핵연료와 원자로 하부구조 사이에 스팀이 채워진 

캡이 존재하여 그 두께가 변화하는 경우률 각각 해석하여 비교하였다. 용융핵연료의 

초기온도는 20000K와 2S000K 및 30000K 인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수행하였다. 

4. 수치 혜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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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핵연료의 초기 온도에 따라 훤자로 하부구조의 최고 온도는， 챔율 고려하지 않온 경 

우 1400-20000 K 까지 중가한 반면， 쟁율 고려한 경우에는 1200-17000 K 가량이었다. 캡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훤자로 하부구조의 대칭축 부분에서 최고 온도가 발생하였 

으며， 쟁을 고려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청축 부분이 아닌 대칭축으로부터 약 ~O도 가 

량 떨어진 곳에서 최고 온도가 발생하였다. 

챔의 효과에 의한 온도분포의 변화는 훤자로 하부구조의 하중지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간에 따라 용괴하중값은 4배 이상의 차이률 보였다. 이와 같은 붕괴하중의 

차이는 온도분포의 차이에 따론 용괴모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갱의 효과률 고려하지 

않은 경우 pole부분의 온도가 가장 놓아 변뱅이 집중되는 경향율 나타내었다. 그러나 쟁의 

효과률 고려한 경우 쟁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변형의 집중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큰용괴하중값을갖게 된 것으로보여진다. 

이와 같은 용괴압력의 차이는 중대사고 발생시 훤자로 하부구조의 하중지지능력 및 

복구기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껍의 효과에 의하여 훤자로 하부구조의 

온도중가가 억제되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안전성이 확보됨율 혜석철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압력용기 전체에 대한 용괴거동 해석은 하부구조에 대하여는 앞서의 열전달 해석결과로 

부터 얻어진 온도분포률 이용하였으며，압력용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6000K의 온도 

률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캡율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훤자로 하부구조의 

대청축 부분，즉 pole 부분에서 온도가 가장 많이 상송하여 변형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수있 

다. 껍옳 고려한 경우에는 훤자로 하부구조에 있어 최고온도의 발생부분이 대칭축이 아난 

약 30도 가량 떨어진 부분에서 발생하며， 최고온도 값 또한 챔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 

하여 낮으므로 pole 부분으로의 변행 집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률 나타내었다. 또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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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용기의 측면부분에 변형이 발쟁하여 변형이 분산된 것율 알 수 있다. 봉괴하중에 있어서 

는이러한봉괴모드의 차이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률나타냄을 알수 었다. 

웬자로 하부구조만의 결과에서 쟁의 효과에 의하여 4-5배까지 용괴하중의 차이가 

발생한데 버하여 압력용기 천체의 용괴하중 차이는 2배 가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압력용기 

전체적으로 볼 때 쟁 효과률 고려한 경우에도 하부구조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하부구조률 

제외한 다른 부분에 비하여 높으므로 변형이 웬자로 하부구조의 p이e 부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즉， 압력용기 전체에 대한 붕괴거동에 있어 캡에 의한 효과는 변형의 집중정도률 

다소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여， 하부구조만의 혜석결과에 비하여는 용괴하중의 차이가 

객은 결과롤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부구조와 압력용기 나머지 부분의 온도 

차이가 커질수륙 용괴하중의 차이는 더육 크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압력용기 전체에 

대한 봉괴압력값은 하부구조만의 용괴압력값의 600!o가량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부구조만의 붕괴하중 해석시 이에 대한 주의와 고려가 요구된다. 붕괴하중값의 

변화경향은 하부구조만의 해석결과와 압력용기 전체에 대한 해석에 있어 거의 유사한 

경향을나타냄을알수있다. 

압력용기 전체에 있어 안전성의 확보률 위하여는 하부구조의 pole부분으로의 변형 

집중을 피하여 다른 부분으로 변형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률 위하여는 웬자로 

하부구조의 변형모드가 pole부분에 집중 되지 않도록 기하학적 구속조건을 셜정해 주거나 

하구구조의 온도상숭을 억제 또는 온도분포의 변화률 주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실제로 

웬자로 하부구조의 변형모드률 제어하기 위하여 기하학적인 구속조건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외부에서의 냉각 풍의 방법으로 하부구조의 온도분포률 제어하는 것이 

유용한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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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실험해석 빛 전산코드 검중 

1. PHEBUS-FP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가. MELCOR 1.8.0 올 이용한 PHE8US 89+ 실험해석 [8] 

PHE8US 89+ 실험시셜은 노심이 노출되는 조건하에서 핵연료의 열수력거동을 모의 

하기 위한 것으로서 driver core, SFD loop 그리고 pressu꺼zed loop 로 구성되어 었다. 

bundle 내에는 pitch 가 12.6 mm 이고， 길이가 0.8 m 이며， 농축도가 2.6 %인 PWR 의 핵 

연료 21 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실험은 산화， 가열， 냉각의 3 단계로 수행되었다. 실험 

의 첫번째 단계인 산화단계(Oxidation phase)는 0 초 부터 8,370 초 까지로서 528 K 의 

수증기가 2 glsec 로 일정하게 주입되며 loop 의 압력은 1.9 MPa 룰 유지하고， 열출력은 

핵연료의 온도가 1,000, 1,350, 1,600, 1,800 K 에 도달할 수 있도록 4.0 kW 로 부터 14.5 

kW 까지 단계척으로 중가시킨다. 두번째 단계언 He1ium 분위기 하에서의 가열단계 

(He heat-up phase)는 528 K 의 Helium 이 0.5 glsec 로 주 입 되 는 8,364 초로 부터 시 작되 

며， loop 의 압력은 1.9 MPa 를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 핵연료의 최대온도는 약 2,700 K 

에 도달한다. 마지막 단계인 냉각단계(Cooling phase)에서는 앞단계에서 형성된 bundle 

내의 기하학적 구조에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서히 냉각시킨다. 이때 loop 의 압력 

도 0.4MPa 로 낮추어 준다. 

MELCOR 코드로 실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체적(control volume)은 열수력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6 개로 나누었으며， 각 제어체적 사이는 유로(flow path)로 연결하였 

다. 또한 노섬은 출력분포률 고려하여 축방향은 10 개， 반경방향은 3 개로 나누었다. 

실험해석의 수행결과 충에서 그립 3.6.1 에 70cm 높이에서 3rd ring 의 핵연료 용도를 

측정값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았으며， Shroud 의 각 node 별 용도률 측정치와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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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립 3.6.2 에 나타나 었다. MELCOR 코드로 해석한 핵연료 및 피복관의 용도분 

포률 실험과 비교한 결과 산화단계(oxidation phase)에서는 잘 모의하고 있지만 가열단 

계(He heat-up phase)에서는 낮게 해석하고 있다. 

노심에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RCS 를 거쳐 격납용기로 나가게 되며， 해석에서 얻은 

수소 발생율과 누적량을 질량분석기에서 측정된 값과 비교하여 그립 3.6.3 과 3.6.4 에 

서 보여주고 있으며， 해석에서 얻은 수소발생 총량이 측정치 보다 약 10% 높게 나타 

눴음을 알 수 있었다. 

MELCOR 코드 version 1.8.0 의 검중결과률 간결하게 요약하면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PHEBUS B9+ 실험해석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률 거친 입 

력수정과 적절한 모델의 선정으로 실험결과와 유사한 해석결과를 얻올 수 있었었다. 

나. ICARE2 V2 Mod 1 올 사용한 B9+의 재 계 산및 민 감도분석 연구[7，93 ，94) 

Fr뻐ce IPSN 에 의해 Cadarache 연구소에서 개발한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내에서 노 

심노출 부터 피복관의 용융.재배치 까지를 모의할 수 있는 ICARE2 code 의 version2 

MODI [95)으로 B9+ 실험에 대해 반경방향으로의 열손실올 조정하여 해석을 수뺑하 

고， 또한 산화반웅에 관련된 주요 3 가지 매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였다. 

B9+ 실험에서 노심에서 발생된 열의 대부분(약 700!o 이상)이 Shroud 벽면올 통하여 

손실되었으며， 이 손실량올 정확히 계산하여야 핵연료의 거동올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다. ICARE2 코드에는 반경방향으로의 열손실올 모의하기 위해서 둥가열전도도 값 

을 축높이에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Shroud 반경방향으로 

의 퉁가열전도도 값을 조정하여 노심내의 열평형올 다시 구하였다. 

조정된 퉁가열전도도 값올 사용한 계산결과 노심 하부에서 온도가 과대평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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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전반척인 노심의 거동은 잘 얘측되었으며， 특하 He 가스 주입 칙전에 60 cm 에 

서 계산된 피북판 온도에서는 급격한 산화반웅으로 인한 peak 현상율 잘 얘측하였다 

[그립.3.6.5]. 유체의 명균 온도도 핵연료용 상단과 하단에셔 He 유입 단계시 약간 과 

소 명가된 것율 제외하고 모두 잘 예측되었다. 계산된 수소발생량온 49 g 으로 측정치 

는 39 g 보다 과대명가 되었다[그립 3.6.6]. 이와같은 수소 발생량의 과대평가는 40 cm 

이하에서 온도가 과대 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심 하부온도 과대평가률 개선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다발밑쪽 수중기 주입구쪽에 

서 발생되는 하부 구조물과의 충돌에 의한 난류발생으로 열전달이 중가되는 현상을 

고려하였다. 민감도 연구에 의해서 사용자 선택값이나 모엘의 선택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였으며， 산화반웅 관련 모델로는 Urbanic 과 Prater 의 반웅식에 대해 그 영향을 명 

가하였다 .. 

계산된 철과률 비교하여 보면 He 가스가 주입되기 시작하는 8,363 초 이전까지 피 

복관의 온도가 산화반웅 전이온도(1，853 K)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노심하부의 온 

도 계산치들 간에는 서로 차이가 없었으나 반대로 핵연료봉의 온도가 이 온도 이상 

인 경우 He 주입 칙천 훌훌은 시간애 급격한 산화반웅이 진행되어 계산 철과간에 많온 

차이훌 발생시켰다. 톡히 고온지역 cubic phase ZI"Û2와 관련된 급격한 산화반용시 

Urbanic 상관식을 사용한 경우가 피복관 산화 훈포， 수소생성양， U02 용해양， 피복관 

손상위치와 같은 여러 변수들옳 전반척으로 잘 예측하였다. Prater 와 Urbanic 각각에 

대 한 1,783 K 와 1,853 K 의 전이 온도 상호교환 효과는 상관식 간의 차이 효과에 비 하 

면 비교적 멀 중요하였다. ICARE2 code 사용시 피복관의 β-Zr 충이 완전히 소모된 경 

우에 산화반용 선택강으로 0 을 사용하는 것이 결과예측율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모든 노내 실험들은 반드시 반경방향 멸손실량의 예측에 대혜 불확실한 원인들율 

-197-



가지고 었게 되므로 Shroud 률 통한 반경방향으로의 열손실양율 적철히 조정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많은 반복 계산 과정율 펼요로한다. 가스 주입시 노섬 유입구 

에서 구조물과의 충돌로 발생되는 난류에 의해 핵연료봉 하부쪽에서 열전달이 중가 

되는 현상을 실험모의시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며， 중배계수값은 다른 경계조건을 가 

지고 수행한 실험들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조청되어야 한다. 

다. PHEBUS SFD B9+ 실험에 대한 ICARE2 와 MELCOR 계산결과 비교[96] 

이 연구는 ICARE2 와 MELCOR 코드를 명가하고 노심손상과 관련된 모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PHEBUS SFD B9+ 실험해석을 ICA표2 V2 

Modl 과 MELCOR 1.8.2 률 사용하여 모의하였다. 2 개 코드에 대한 기하학적 자료 및 

경계조건은 B9+ 실험의 기술사양 [97]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계산 결과애 의하면 

MELCOR 가 노심 상부의 핵연료봉 온도는 잘 예측하였으나 하부에서는 과대 평가하 

였으며， ICARE2 코드에서도 상부에서 핵연료봉 온도를 잘 예측하지만 하부에서 약간 

과대 평가하였다. 따라서 하부에서의 난류효가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MELCOR 코드 

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복사열전달 값이 결과에 큰영향을 주었으 

며 또한 UÛ2와 zr02 용해를 모의하는 현재의 default 값은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하 

였다. 

해석결과를 요약하면 노심하부의 온도가 약간 과대 평가 되었고， Shroud 의 구성 물 

성치는 계산결과에 매우 큰 영향올 준다. 또한 축방향 산화분포가 정확히 예측되었으 

나 총 수소발생양은 약간 과대평가 되었다. 따라서 MELCOR 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 

어서 외팍의 노심지역과 구조물간의 혼합가스(수중기 와 수소 또는 He 가스)률 통하 

여 열전될 때 관련변수에 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며 U02 용해양을 Mechanistic 하 

게 계산할 때 계수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용융 피복관 물질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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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Zr 용융온도(약 2,100 K)에서 시작되며， 이때 재배치되는 zr02나 U02 양온 사용 

차가 임의로 지청할 수도 있으나 이값의 션택온 주의롤 필요로 하고 핵연료봉의 온 

도는 사용자가 지청할 수 있는 view factor 값에 크게 영향율 받으므로 이강의 션택온 

주의롤 필요로 한다. 

라.MELCOR 코드률 이용한 PHEBUS FPT-O 실험해석[7，96，98，99] 

Phebus FP 실험중 첫번째 수행된 실험인 FPT-O 실험을 MELCOR 1.8.3 을 이용하여 

노심손상거동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및 이송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노심손상 거동 

- 과 일차계통내 열수력에 관련하여 rubble debris 충의 형성， 용융물의 재배치， 제어체적 

의 구분 둥에 대한 민감도 분석율 수행하하였다. 

FPT-O 실험은 핵분열생성물이 중기발생기의 쩌관과 격납용기 퉁으로 이동.부착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시젤은 크게 3 개의 부분으로 Test Vessel, 일차계 

통 배판및 주요 부품， 그리고 격납용기 및 웅축기로 구성되어 었으며 각 부분에는 현 

상율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측청장치가 껄치되어 있다. 예로 노심과 Shroud 

의 열출입율 파악하기 위해 축방향과 반경방향에 따라 열전대가 껄치되어 온도변화 

률 측청할 수 있도록 되어었다. 

실험온 크게 4 개의 단계로 구훈된다. 첫번째는 노심손상단계， 두번째는 노심파 일 

차계통을 격납용기와 격리하여 에어로졸의 침전율 보는 단계 그리고 3 번째， 4 번째는 

각각 세척(washing)과 격납용기내 iodine 의 화학단계로 구성된다. 실험결과충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판한 특이한 사항온 중기벌쟁기의 전단파 후단에셔의 측청 

결과가 서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었으며， 륙혀 iodine 윤 중기발생기 전단에서 

에어로졸로 상태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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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O 실험해석은 노심손상과 일차계통과 격납용기내 핵분열생성물 방출.칭전에 대 

하여 수행하였으며， 세척과 화학단계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MELCOR 쿄드률 이용하여 

실험율 모의하기 위하여 노심의 구역화와 초기 및 경계조건이 실험수행 기술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에 기초하여 준비하였으며 [100] 핵분열생성물의 초기재고량은 

ORIGEN 코드로 계산한 값을 이용하고 방출 모텔은 CORSOR-M 모델을 사용하였다. 

혜석철과 노심의 용도거통， 수소발생양， shroud 용도 풍을 잘 예측하였으나， 조기 용 

괴에 의해서 하부쪽 약 30cm 위치에 형성된 노심용융 α)01 은 모의하지는 못하였다. 

천반적인 노심의 핵연료봉 용도 거통은 약 용도 1.000 K 부터 측정치와 비교하여 다 

소 과소명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균명하기 위하여 산화반웅 모멜 

(urb뻐ic 상수 및 Prater 상수)， 핵연료의 재배치， shroud 내 캡의 존재와 물성치 풍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었다. 노섬에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과 침전되는 

총양은 그립 3.6.7 과 같으며 초기 재고량을 기준으로 부품별 핵분열생성물의 첨천된 

율은 표 3.6.1 과 같다.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정확히 모의하기 위해서는 연소도에 따 

라 쟁방출량율 조절하여 주어야 하며， 노심용도의 예측이 정확하여야 한다. 노심용융 

후반기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양이 측정치 보다 많은 것으로 예측된 것은 노심의 용 

도가 과대평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민감도 분석에서 핵연료봉이 파쇄되어 rubble debris 층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좋으며， 피복관내 용융물이 재배치되는 시점은 Zr 용융용도보다 2,500 K 피복관두 

께 50%의 조건올 사용한 것이 좋으며， 계통중 용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노심출구 

상단의 수직관， 중기발생기 써관올 한개의 제어체척 보다는 여러개의 제어체척으로 

모의할 경우가 배관내 중기용도률 보다 잘 예측하였다. 

마. 핵분열생성물 거동 관련모델 검토[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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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COR 코드롤 이용한 PHEBUS FPT-O 실험모의에 앞서 핵분열생성물 거동 판련 

모웰의 이해와 모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MELCOR 코드내의 RN 모델에 관한 검 

토률 수행하였다. 그러나 계산이 세척 단계까지 수행되지 옷하여 계산치와의 비교률 

통한 모웰의 정확성 평가와 RN 때커지내 모든 모델(예 Filter, po이 scrubing, spray, 화학 

변화 퉁)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중대사고 상용해석코드인 MAAP 코드에 대하여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코드 

의 륙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드의 구조 및 코드에서 취급하는 핵종 및 현상을 검토하 

였다. 즉 핵분열생성물과 관련한 MAAP 코드의 모률 및 기능， 핵분열생성물 이송 및 

전환에 대한 특성올 정리하였다. MELCOR 코드와 MAAP 코드는 열수력 (T께) 및 핵분 

열생성물 계산올 병립하여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핵분열생성물의 질량변화 

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의 온도 및 유속과 같은 열수력 정보가 펼요하며 

일단 핵분열생성물의 질량이 새로 계산되면 달라진 핵분열생성물의 용피열에 따른 

새로운 열수력 정보가 계산된다 .. 

핵연료집합체 및 노심용융물로부터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은 중기， 에어로졸， 및 침 

척물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들 형태사이의 전환이 모의된다. 여기서는 중력에 의한 

에어로졸의 정착 (gravitational settlement), 온도구배에에 의한 에어로졸의 침적 

(thermophoresis ), 수중기 웅축시 에어로졸의 농도차에 의한 확산침 적 (diffusiophoresis ), 

휘어진 구조물 벽면과의 충돌에 의한 에어로졸의 침적(impaction)， 그리고 벽면에서 

충기의 웅축 및 재중발과 같은 현상들이 모멜되어 있다. 

바. Shroud 물질을 Th02 에서 강O2로 교환 경우 수직관내 heater 손상여부 계산 

ICARE2 V2 mod 1 을 이용하여 수행 c예정인 FPTl 실험의 shroud 의 단열물질율 까IÛ2 

에서 zr02로 전환할 경우 노심출구 상단 수칙관 내부에 핵분열생성물의 부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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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빼 셜치되있는 heater 가 고온에 도달되어 손상될 수 있는지 여부률 확인 하기 

위하여 예비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때 zr02 로 교환될 경우 초반 손상온 되지 않았지만 

후반에 손상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립 3.6.8]. 

사.ICA앉2 와 MELCOR 쿄드의 노심 손상모렐 비교 명가[1 01] 

최척명가 쿄드인 ICARE2 코드와 위해도 명가용 MELCOR 1.8.2 코드의 B맑 실험에 

대한 계산결과률 비교하여 차세대 원전 중대사고 해석용 MELCOR 쿄드의 정확성을 

명가하였다. MELCOR 쿄드내 전반적인 모렐들의 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후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연구에서는 오직 노심손상 관련 모델중 중요하 

다고 판단되는 현상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MELCOR 코드의 정확성을 확 

인하였으며 또한 이같은 평가작업을 통하여 추후 국내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 

되는 MELCOR 코드내 노심손상 모의 관련 사용자 임의의 입력 매개변수에 대한 값 

들의 예측및 문제점 규명을 수행하였다. 한편 ICARE2 코드의 최척평가 모델과도 서 

로 비교， 평가하여 MELCOR 코드내 민감도분석이 필요한 매개변수들도 선정 하였다. 

MELCOR 코드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view factor 값에 따라서 계산결과가 크 

게 차이가 났다. 예를들면 0.0 부터 1.0 까지 값중 0.0 을 사용하는 경우 온도가 급격 

히 중가되었고 1.0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게 증가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0.25 

와 0.5 사이 값을 선정한 경우가 결과률 잘 예측하였다. 용융 Zr 에 의한 U02 와 zr02 

용해 현상에 관련된 모텔에는 2 종류가 었다. 첫째는 사용자가 용해양을 미리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실험식을 이용하여 코드가 계산하는 것이다. 이같온 용해 

양의 정도는 산화된 정도， 용융물을 담고있는 산화충의 손상조건， 사고진행과정에 따 

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용해량을 임의로 지정할 경우 불확실성이 매 

우 크므로 이의 지정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두번째 모벨의 경우도 현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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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융물내 Zr 농도가 높은 경우에 잘 매측할 수 있는 계수값율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용해반용 초반은 예측할 수 있으나 반웅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반에는 예측치 

률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실험결과에 의한 계수강의 개선이 추후 필요하다 

고 판단되었다. 노심의 재배치관련 쿄드내 defa비t 강율 사용할 청우 노섬은 Zr 용융 

용도에셔 모두 밀쪽으로 용괴되어 더이상 핵연료봉의 온도가 중가되지 봇하였다. 그 

러나 쿄드내 민감도분석을 위한 입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하는 용도와 산화총 

두계에서 손상될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노섬내 유로별 면척의 정의은 전체유로 면적 

율 핵연료봉 개수로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였다. 

아. 중기용축 실험(DEVAP) 해석 [13 ，96] 

일차계통내 vaporized 된 핵분열생성물의 이송과 침전에 관한 현상을 모의하는 

DEVAP 실험을 핵분열생성물 중기의 거동을 해석하는 SOPHIE 와 핵분열생생물 에어 

로졸의 거동올 해석하는 AEROSOL-B2 를 결합한 SOPHAEROS 쿄드률 이용 계산결과 

률 비교 평가하였다. DEVAP 실험은 프랑스 Grenoble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실험으로 

약 650 oC - 800 oC 의 스태인레스스틸 이나 inconel 로 구성된 관의 표면에 휘발성이 

강한 CsI 나 CsOH, Te 같은 핵분열생성물 중기가 부착되는 것율 모의하는 실험이다. 

Csl 실험 경우 계산결과는 두 쿄드가 모두 실험 치률 잘 예측하였다[그립 3.6.9]. 그러 

나 Te 경우 두 쿄드의 예측결과는 유사하였으나 측정치와 비교하여 낮은 온도에서 

큰 차이률 보여주었다. 각종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실험해석 결과로 SOPHAEROS 는 

전반적으로 SOPHIE 보다 실험치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Thennophoresis 실험(TIJBA) 해석 [13 ，96] 

에어로졸 거동 해석을 모의하는 AEROSOL-B2 의 thennophoresis 모렐율 검중하기 위 

해 수행된 TUBA 실험을 AEROSOL-B2 코드빛 CATHARE 쿄드와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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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AEROS 코드률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AEROSOL-B2 와 SOPHAEROS 코드와의 철 

파률 서로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립 3.6.10]. 

이 연구에서는 6 가지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실험 측정온도중 caπier 

가스와 벽면의 용도률 변경하였으냐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실험장치의 하부에서 용 

도측갱이 청확하지 않으므로 이률 보정하기 위해서 유입가스 온도에 따른 효과， 벽면 

온도에 따른 영향 및 입구의 온도구배에 따른 영향을 명가하였다. 벽면의 온도의 영 

향명가률 위해 하부 벽면의 온도률 낮추어 주었을 때 하부쪽에서의 부착양이 중가하 

지만 다른 상부 위치에서의 부착양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부착양이 1% 정도 감소되 

었다. 유입가스 은도의 효과는 유입가스 용도롤 낮추어 주었을 때 하부에서 부착양이 

20010 중가되었고， 다른 상부 위치에서도 약 10% 중가되었다. 입구의 용도구배가 큰경 

우는 청상상태 계산을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세번째는 유입가스중에 다른 가스 

(예; 수중기 와 수소)를 포함한 경우로 많은 계산 차이률 보였다. 네번째는 에어로졸 

입자크기와 class 갯수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였다. 전반적인 계산 결과에는 별차이가 

없었으냐 단지 계산시간이 중가되었다. 다섯번째로는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에 따륜 

효파률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입자크기가 적어지면 유동이 용이하여 낮은 위치에서 

는 부확된 양이 감소되고 다른 상부 위치에서는 중가하여 전체적으로 부착양이 10% 

정도 중가되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는 CsI 의 일부가 분해되어 중기화되는 것을 가정 

할 때 이것은 가스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관계가 코드내 없었다. 

또한 중기로 될수있는 CsI 양도 최대 20%률 넘지 못하도록 모의되었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SOPHAEROS 코드는 난류흐름 조건에서는 thennophoresis 에 의한 부착을 잘 

예측하고 었지만 충류에서는 측정치보다 척게 예측하였다. 

차. Bend Impact 실험(TRANSA꺼 해석[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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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일차계통내에서 bend impaαion (휘어진 부분애서 관성에 의한 부착; 예 

률들면 중기발생기 새판) 그리고 eddy impaction (접속부위나 내벽의 굴곡에서 발생되 

는 와류에 의한 부착; 예를들면 관의 연결부위) 에 의해서 상당량의 에어로졸이 제거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같은 bend 냐 eddy impaction 의 크기는 유체의 속도，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 관의 휘어진 각도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TRANSAT 실험은 이같은 

현상올 모의하기 위하여 CADARACHE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실험이다. 

이 연구에서는 SOPHAEROS 묘드를 활용하여 TRANSAT 실험중 TR-2,4,5,6,7 실험올 

해석하였으며 동시에 에어로졸 입자크기와 입자크기의 분포에 대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였다[그립 3.6.11]. 수행결과 일반적으로 유속이 빠른 경우는 입자의 크기나 분 

포에 판계없이 실험율 잘모의하였으나 유속이 느린 경우는 입자의 크기나 분포에 관 

계없이 부착이 측정치보다 매우 많았다. 

카. FPT-O 실험에서 FP 의 중기발생기 세관내 부착거동 해석 [13，96] 

이 연구는 FPTO 실험에서 중기발생기 세관에 부학된 FP 양을 모의하여 

SOPHAEROS 코드를 검증하고 실험측정 자료률 분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계산치 

와 측정치의 비교에 의하면 약 12,000 초이후 중기발생기 세관내 측정된 가스 온도의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중기발생기 세관 상단(0.5m)에서의 가스온도 계산치가 측정치 

에 비해 낮게되는 이유는 측정치는 값중 최대값을 기록한 것이고 계산치는 평균값올 

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라고 계산 경우 중기발생기 입구쪽에 핵분열생성물이 측정치 

보다 많이 부착되었으며 특히 Cs 경우 많은 차이를 보였다[그립 3.6.12]. 이는 에어로 

졸의 크기 및 유입량의 불확실성， h 와 Cs 화합물에 대한 이혜의 부족 그리고 중기발 

생기 입구쪽에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한 완전한 이혜의 부족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현 

재까지 중대사고시 h 는 Cs 과 화합하여 CsI 와 같온 화합물을 만들고 여 분의 Cs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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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기와 작용하여 CsOH 화합물올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험 분석결과 중 

기발생기 입구에서 h는 주로 중기상태로 폰재하였고， Cs 은 포화옹도가 매우 높은 

CslMoO .. 화합물을 형성하였음올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기발생기에 부착된 핵분열생성물의 양이 계산치에 비해 매우 적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 효과， 가스와 벽면간의 열전도도 효과， 가스 

밀도의 변화에따른 에어로졸의 기하학적 크기 효과들에 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입자크기를 변화시킨 정우 밀도 변화없이 입자크기가 커 

진 경우는 질량이 중가되어 충기발생기 입구쪽에서 thennophoresis 에 의한 부착이 감 

소되는 반면， bending 부근에서 bend impact 나 eddy impact 효과가 중대되어 입구 부근 

에서의 부착은 감소되고 bending 부근에서의 부착양이 중가되었다. 가스와 벽면간의 

열전도도 변화에 따른 thennophoresis 의 변화가 매우 적었고， bend impaα 와 eddy 

impact 에 전혀 영향올 주지 않았다. 밀도의 변화에 따라서 thennophoresis 효과는 매우 

객 었으나 bend, eddy impact 는 크게 변화되 었다. 

또한 thennophoresis 률 계산하는 8rock 방정식， Talbot 방정식， Springer 방정식 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계산 결과 8rock 식과 Talbot 간의 차이는 매우 척었으나 

Springer 식을 사용한 경우가 8rock 나 Talbot 식보다 thennophoresis 에 의한 부착효과 

가 크게 나타났다. 계산결과로는 FPT-O 실협의 TGT 부착양올 해석한 결과 Cs 이 높 

은 옹도에도 많이 부착된 점으로 보아서 Cs 이 Csl 냐 CsOH 형태였기 보다는 cesium 

molybdate (Cs2Mo04) 같은 높은 포화용도 물질형태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었다 131 1 정 

우 C 점(중기발생기 입구)과 G 점 (중기발생기출구)에서의 측정치가 서로 큰 차이률 

보이는 이유는 C 점에서는 중기상태로 존재하였지만 G 점에서는 에어로졸 형 태로 존 

재하였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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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CAP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가. 고리 I호기 가상사고(TMLB’) 해석 [7] 

원자력발전소 고리 I 호기는 587 MWe 출력으로 2100p 로 구성되어 었으며， Westing

house 사에서 셜계한 것이다. 각 loop 는 고온관(Hot leg), 중기발생기(Steam generator 

SG), 저온판(Cold leg), 원자로펌프(Reactor coolant pump : RCP)둥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저온판에 안전주입 탱크(Accumulator) 및 RWST 가 연결되어 있으며， 가압기(Pressu꺼zer: 

PZR)는 그 중에서 한개의 loop 에 연결되어 었다. 

TMLB’ 사고경 위 는 transient 에 의 해 on-site 와 off-site 의 전원이 모두 작동하지 않으 

므로 모든 계통이 작동되지 않는 사고로서 RCP seal 이나 중기발생기 세판파열 둥의 

사고로 확대될 수 있으나， 본 해석에서는 운전자의 조치사항이나 전원회복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다른 계통으로의 사고전파도 고려하지 않은 기본 사고경위에 대하여 수행 

하였다. 

입력작성은 MELCOR 코드에 대한 Z10N 입력파 RELAP 코드에 대한 고리 1 호기의 

입력율 검토하여 작성한 Version 1.8.0 의 입력 [102]으로 부터 계산능력과 방사성물질의 

거똥을 파악하기 위한 입력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RCS 의 일차계통과 이차계통온 

25 개의 제어체적(control volume)으로， 격납건물과 환경대기는 5 개의 제어체적으로， 압 

력용기는 6 개의 제어체적으로 나눔으로써 모두 36 개의 체어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안 

전주입계통인 RWST 는 TMLB’의 사고경위에서는 이용되지 않지만 추후 LOCA 해석 

퉁에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안전주입 탱크는 압력용기의 파손이후에 일차계 

룡의 압력강하에 의해 피통척으로 작동되도륙 하였다.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냉각수 

공급율 위 한 주급수계통(MFWS)과 보조급수계통(AFWS)의 모의는 냉각수의 주입 만율 

고려하였으며， 터빈이나 condenser 률 모의하지 않고 MSIV 률 통한 중기방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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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 이라는 가상의 제어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노심은 출력분포와 연소 

도률 고려하여 반경방향은 4 개의 ring 으로， 축방향은 12 개의 node 로 나누어 48 개의 

cell 로 형성하였으며， 하부 플라념의 축방향은 6 개의 node 로 나누었다. 노심의 각 

cell 에서의 붕괴열은 fission power 에 비 례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열수력 해석에 있어서 초기의 경계조건 입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MELCOR 코드 

에 있어서는 초기값의 선정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결과가 유추될 수도 었다. 고려 l 

호기와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계통에서는 RCS 의 모든 냉각수가 계통을 순환하는 데 

최소한 40 초 이상 소요되므로 적어도 100 초 이상의 해석결과률 이용하여 초기값을 

재조정할 펼요가 있었으며， 본 해석에서는 200 초간의 정상상태을 모의한 후에 사고 

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상상태의 해석결과가 셜계값과 매우 근접된 값율 보여주고 았지만 져옹관에서의 

냉각수 용도와 RCS loop 의 냉각수 유동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었다. 이는 유로의 위 

치와 크기가 열수력거동에 마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입력의 조정 

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Version 1.8.0 에서 문제챔으로 지적되었던 

중기발생기에의 열전달 문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중대사고 해석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적음이 확인되었다. 

RCP 는 전원상실과 동시에 작동이 정지되므로 사고가 시작되는 순간에 RCS loop 률 

통해 흐르는 냉각재의 양은 급속히 감소하여 Loop 률 통한 자연순환(Natural 

circulation)의 유량으로 떨어지며， Loop 를 통한 자연순환은 중기발생기 일차측의 상부 

가 중기로 채워지는 약 7,000 초 까지 계속된다. 원자로가 정지되는 순간부터 노섬에 

서의 열발생이 붕괴열의 감소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지만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이 

충분치 못하므로 그립 .3.6.13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고 초기 수 십초 간은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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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의 압력이 급격히 중가하지만 중기발생기 2 차측으로의 열전달이 용괴열보다 커 

지는 시점부터 압력이 떨어지가 시작하고， 이후에도 중기발생기 이차측에는 충분한 

냉각수가 있으므로 계속하여 일차계통으로 부터 이차계통으로 열천달이 이루어지기 

때푼에 RCS 압력의 하강이 계속된다. 

중기발생기 이차측은 사고의 시작과 동시에 MSIV 가 닫히고 일차측으로 부터 계속 

적인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SRV 작동압력까지 압력이 상송하게 되며， 발생된 중기 

는 SRV 를 통해 가상 제어체적인 TURBIN 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MFWS 나 AFWS 애 

의한 냉각수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수위가 점차 낮아지게 된다. 

일차계룡의 압력은 중기발생기 이차측의 냉각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높은 곳 

부터 열전달이 없어지기 시작하므로 일차계통의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며 3,960 

초 경에는 중기발생기의 냉각수 고갈이 발생하여 열제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일 

차측의 압력이 가압기의 SRV 작동압력까지 상숭하게 되어 RCS 의 냉각수가 가압기 

의 SRV 를 통해 PRT 로 방출되 며 PRT 의 disk 는 곧 파손되 어 격 납건물로의 방출이 

시작된다. 그림 3.6.14 에 가압기의 SRV 를 통해 방출되는 냉각재의 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가압기의 SRV 률 흉한 방출 초기에는 가압기 상부에 존재하던 중기가 방출되 

고， 이어서 부피팽창에 의해 가압기의 상부까지 냉각수가 채워지면 액체상태의 물이 

방출되며 상부 플리넘의 냉각수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가압기의 냉각수 높이가 약간 

낮아지면서 물과 중기가 함께 방출된다. 그러나 가압기의 냉각수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면 다시 중기만이 방출된다. 

냉각재의 수위가 핵연료의 하단까지 떨어지게 되면 중기발생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방출량이 떨어지지만， 피복관의 용융에 의한 핵연료의 재배치가 발생되는 순간에 하 

부 폴리념에 일어나는 steam spike 애 의한 피크들이 나타나고 있음융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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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의 SRV 률 통해 냉각수가 방출되면 일차계통 냉각수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 

하여 약 7,400 초 경에 노섬노출이 시작된다. 노섬노출애 의해 핵연료와 피복관의 용 

도가 상숭하기 시작하며 피복관의 용도가 1,000 K 이상이 되면 Zr 의 산화에 의해 용 

도상숭율 더욱 가속시기게 된다. 그리하여 약 8,400 초 경에는 피복관의 파손용도로 

가정한 1,173 K 에 도달하여 껍에 있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 시작된다. 피복관의 용 

도가 높아질수록 지르쿄니움의 산화가 활발하여지므로 용도상송을 더욱 가속시키게 

되어 8,680 초 부터 피복판의 용융이 시작되며， 피복판이 용융되면 핵연료가 debris 로 

된다. Debris 는 지지물이 없는 경우나 파손된 경우에 아래쪽의 c리l 로 재배치된다. 재 

배치에 의해 핵연료는 하부혜드까지 떨어지게 되며 하부혜드는 용괴열에 의한 가열 

때문에 10,250 초 부터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Zr 의 산화에 의해 발생된 수소의 

누적량을 이용하여 압력용기의 파손 이전에 Zr 의 약 55 %가 산화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MELCOR 코드에서는 캐비티에 냉각수가 존재하더라도 MCCI 가 시작되는 경우만 

취굽하고， 냉각수가 완전히 중발한 이후에 MCCI 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option)이 없으므로 하부헤드 파손으로 debris 가 캐비티에 떨어지면 곧 MCCI 가 시작 

되도록 되어 있다. 하부헤드의 파손부위률 통해 하부 폴리념으로 재배치된 핵연료가 

캐비티로 방출되며， 1 차계통의 압력이 급강하함으로써 안전주입 탱크가 작동하게 되 

고， 가압기률 포함한 l 차계통에 잔류하던 냉각수가 안전주입 탱크에서 유입된 냉각 

수와 함께 캐비티로 방출된다. 따라서 캐비티에는 debris 위에 냉각수 충이 폰재하게 

된다. 냉각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MCCI 가 발생되면 콘크리트의 반경방향은 침식이 

적용 반면 축방향의 침식은 매우 커진다. 본 해석에서 3 일 후의 콘크리트 침식 깊이 

는 반경방향이 약 1 m, 축방향이 약 4.5 m 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만약 캐비티 하부의 

두째가 4.5 m 이하인 경우에는 격납건물의 하부 용융관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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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MELCOR 쿄드얘서 계산된 사고 진행시간을 RELAP 과 STCP 의 결과와 버교한 것 

율 표 3.6.2 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고 진행시간은 모든 

쿄드가 유사 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각 묘드에서 사용하는 모멜이 다르고， 해석결과률 

보여주는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아서 비교가 곤란한 

부분이 많았다. RELAP 해석결과에 핵연료의 재배치가 이루어진 이후의 자료가 없지 

만 그 때까지의 해석결과는 RELAP 에 비해 SG 이차측의 고갈이나 핵연료의 노출은 

MELCOR 코드에서 느리게 예측하고 있지만 핵연료의 재배치 시간은 매우 비숫하다. 

또한 STCP 의 해석결과와 비교하면 하부빼드의 파손시간 까지 비슷한 예촉을 하지만 

캐비티에서 냉각수의 중벌이나 MCCI 에 큰 차이률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두 코드 

사이에 MCCI 가 시작되는 조건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즉 STCP 에서는 냉각수 

가 모두 중발된 이후에 MCCI 가 발생되도록 되어있으며， MELCOR 에서는 냉각수의 

존재와 관계없이 MCCI 가 발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립 3.6.15 에서 격납건물내의 압력를 보여주고 있다. 격납건물내의 압력과 온도는 

PZR 의 SRV 률 통해 냉각수가 방출되면서 부터 서서히 상숭하기 시작하며， 하부혜드 

의 파손시 급격한 상숭을 보인다. 격납건물로 방출된 중기는 낮은 온도의 구조물 표 

면에서 웅축되므로 압력과 온도률 하강시킨다. 따라서 격납건물내의 압력과 온도는 

일차계통으로 부터의 방출율과 구조물 표면에서의 웅축율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격납건물내의 압력은 SRV 률 통해 방출된 냉각재에 의해 1.8 기압 

을 유지하다가 하부혜드의 파손시 순간적으로 3.3 기압 까지 상송하지만 곧 2.2 기압 

까지 떨어진다. 

캐비티의 냉각수가 중발하는 동안 격납건물내의 온도중가는 보이지 않지만 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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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서서히 중가한다. 약 24,500 초 부근에 캐비티의 냉각수가 고갈되므로서 중 

기의 발생이 없이 MCCI 에 의해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계속 발생되므로 수중기의 분 

율이 낮아지게 되어 수소의 연소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수소연소는 캐비티에서 시작 

되며 격납건물의 모든 부분으로 전파되므로 격납용기의 온도와 압력에 큰 피크률 보 

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 표면의 온도상숭에 의해 격납건물내의 웅·축이 중 

발보다 적어지므로 압력과 온도는 매우 느린 속도로 중가하여 약 3 일 후에 격납건 

물의 파손압력 인 0.93 MPa 에 도달한다. 

방사성물질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초 재고량으로 부터 격납건물의 파손시 

환경으로의 방출량까지 STCP 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립 3.6.16 에 시간에 따라 

핵연료로 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과 에어로졸의 양을 보여 주고 있으며， 방사성물 

질의 거동을 표 3.6.3 와 3.6.4 에 정리하였다. STCP 에서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노내 

와 노외로 구분하는 데 버해 MELCOR 에서는 제어체적에서의 방출량을 파악할 수 있 

도록 되어 었다. 본 해석에서는 노섬， 하부 폴리념， 캐비티에서 방출되었으며， 이중에 

서 노심과 하부 플리념에서의 방출을 노내에서의 방출로 볼 수 있으며， 캐비티에서의 

방출을 노외방출로 고려될 수 있다. 표 3.6.3 와 3.6.4 의 내용을 요약하면 노내에서의 

방출량을 MELCOR 쿄드에서 낮게 예측하고 있으며， Te 이 많이 방출되는 것을 제외 

하면 각 핵총에 대한 총 방출량은 비슷하다. MELCOR 코드에서 노내 방출량을 적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노심의 열수력거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연료의 온도률 낮게 

예측한 까닭으로 보이며， Te 의 방출량이 많아진 것은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라 새 

로운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격납건물내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대한 MELCOR 쿄드의 해석에서 구조물에 부착 

이 많이 일어나므로 STCP 의 해석결과에 버해 환경으로의 방출이 많이 적어졌다. 이 

러한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코드의 현실성올 언급하기에는 아직 실험 자료가 빈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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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앞으로 실험율 통한 자료의 축척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이다. 

MELCOR 코드의 Version 1.8.2 가 Version 1.8.0 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으므로 

간단한 입력의 조절로 고리 l 호기의 깨L8’ 사고경위에 대한 해석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었으며， 해석결과는 대체적으로 다른 코드올 이용한 결과와 동일한 경향올 

보이고 있었다. 본 해석중에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수명으로 놓여있는 pipe stru따ure 의 

입력， 하부헤드의 파손후 안전주입 탱크의 낮은 온도예측， 핵연료 재배치시 하부 폴 

리념의 부적절한 cell 온도 둥이 있었다. 

나. 율진 3&4호기 가상 중대사고 해석용 입력작성(10) 

율진 3 & 4 호기 는 2 개 루프의 냉 각채 계통을 갖는 CE(Combustion Engineering)사의 

가압경수로(PWR)로 대형 건식 격납건물올 가지고 있으며， 얼출력은 2,815 MWt 이고 

격납건물의 부피는 7.65E4 mJ 이다. 원자로 노심은 177 개의 어생브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어생브리는 16x16 집합체 내에 256 개의 핵연료봉이 장전되어 있다.2 개의 례회로 

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로 냉각채 계통은 각 폐회로당 하나의 고온관과 하나의 중기 

발생기， 2 개의 저온관 및 2 대의 냉각채 휩프로 구성되고， 전계흥은 하나의 가압기에 

의해 압력이 유지된다. 중기발생기는 u-차관 수칙형 열교환기로서 듀브는 Ni-Cr-Fe 의 

합금율 사용하고， 냉각재 펌프는 85,400 gallmin 정격용량의 원심펌프이다. 가압기는 

부피가 51 mJ 이며， 전기적으로 가열시킬 수 있는 가열기가 셜치되어 있으며， 전력구 

동 안전밸브(Power Operated Relief Valve ; PORV)가 쩔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감압 계룡 

이 껄치되어 있다. 일차계통과 이차계룡의 과압율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기와 주중기 

관에 안전 방출밸브(Safety Relief Valve ; SRV)가 달려 있다. 가압기 안전 방출밸브의 

최소용량은 2.8E5 kglhr 이고， 주중기판 안전 방출밸브의 최소용량은 5.77E6 kglh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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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노섬 냉각장치는 고압 안천주입 계통， 저압 안전주입 계홈， 안천주입 탱크로 구 

성되며， 이중 안천주입 탱크는 모든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수통 

적으로 작동된다.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한 2 대의 비상 디첼발전기 중 l 대로서 냉각 

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 LOCA)와 .91 부전원 상실사고(TMLB’)7t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도 원자로 정지에 필요한 부하롤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격납건물 

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기준사고시의 온도와 압력율 견딜 수 있도록 셜계되 

어 있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중성과 • 

독립성을 갖는 2 개 계열로 구성되고， 각 계열은 100 %의 용량을 갖고 있다. 또한 셜 

계기준 사고시 수소농도가 격납건물 대기의 4%률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 

소 재결합 장치가 제공되어 있다. 

울진 3&4 호기의 중대사고 해석올 위해서 MELCOR 묘드 입력작성에 필요한 자료 

들은 FSAR(or PSAR)[103]과 Design Note[1 04]에서 얻을 수 있었으며， 상세코드인 

RELAP 01 t.+ CONTAIN 둥을 이용한 해석결과[105]가 있었으므로 입력자료의 준비에 

많은 도용을 주었다. 입력작성의 순서는 정상상태률 모의할 수 있는 최소의 입력을 

작성하여 제어체척과 유로에 관한 입력을 검토한 후에 노심과 핵분열생성물의 자료 

톨 추가하고， 안전계통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외부전원 상실사고(TMLB’)의 해석을 

수행한 후 필요에 따라 각종 제어장치뜰올 추가시킨다. TMLB’ 사고해석을 통해서 안 

전계통을 제외한 모든 입력과 코드의 모의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입력의 타당성이 

확인된 후에 해석하고자 하는 사고경위에 따라 펼요한 계통과 운전방법에 대한 입력 

을 추가시키는 것이 입력의 오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울진 3 & 4 호기의 제어체적에 대한 구역화는 모두 34 개의 제어체적으로 나누고， 

각 제어체적 사이에 유로를 형성하여 주었다. 유로의 입력으로 주의률 요하는 부분은 

따이프에 대한 입력과 손실계수로 이들에 의해 압력강하와 유속이 결정된다. 또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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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면적은 밸브롤 작동시킬 때 열려진 정도률 결정하여 준다. 노섬에 판한 입력은 

COR 때캐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매우 복잡하여 오류의 발생 가눔성이 놓다. 

따라서 초기의 정상상태 모의에서는 COR 때캐지의 입력율 작성하지 않고 단지 열방 

출만을 고려하여 제어체적과 유로 둥의 입력오류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의 제어계통중에서 사고해석에 필요한 부분중 초기의 정상상태 모의에서는 원 

자로 냉각재 펌프， 가압기의 가열기， 충기발생기 2 차측의 주급수 계룡을 통한 냉각수 

의 주입과 발생된 중기를 터빈계통으로 방출하는 것 둥을 들 수 있다. 

중기발생기 2 차측의 냉각수 주입은 주굽수 펌프에 의해 수행되며， 주입률은 중기 

발생기 2 차측의 수위에 따르며， 또한 노심의 발열량에 따라 중기발생기 2 차측의 적 

정 수위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모의률 간편하게 하기 위해 펌프률 모의하지 않고 원 

자로가 100 % 가동시의 수위률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수가 제어체적으로 칙접 주입 

되며， 주입률은 수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기발생기 2 차측에서 발생 

된 중기는 터빈 계통으로 방출되어 터빈을 가동시킨 후 웅축기(Condenser)로 유입되 

어야 하지만 단순히 가상 제어체적율 젤정하여 이곳에서 제거되게 함으로서 터빈， 용 

촉기 퉁 중기발생기 2 차측에 연결된 냉각계통에 대한 모의는 수행하지 않았다. 

Design note[I0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 차측의 냉각수 주입은 Down commer 와 

Economizer 로 1:9 의 비율로 분활되어 주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상상태의 모의에서 입력의 오류를 모두 정정하여 압력， 온도， 유속， 압력강하 퉁 

아 허용범위내에 존재할 때 노심에 관련된 입력을 작성하여 원자로의 정상상태률 모 

의하여 새로훈 입력의 작동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심얘 판련된 입력율 포함 

한 상태에서 정상상태률 유지한다 할지라도 핵연료의 용융이나 재배치에 관한 부분 

의 상태률 파악할 수 없으므로 TMLB’과 같이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고 

-215-



경위흩 선택하여 가압기와 중기발생기 2 차측 안전 방출밸브(SRV)의 작통， 핵연료의 

재배치， 하부헤드의 파손 퉁에 대한 효과률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하부혜드의 파손 

이후의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전주입 탱크(SIT)에 관련된 입력도 추가시켜야 

한다. 

원전의 정상상태에서는 일차계통내의 압력， 원자로 냉각재 랩프 및 노심의 유속， 

중기발생기 이차측의 중기발생율 퉁이 주 점검사항이라 할 수 었다. 핵연료 빛 냉각 

수의 초기용도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압력과 용도 

가 정상상태에 도달하지만 냉각수의 유속이나 중기발생기률 통한 열전달이 척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청상상태 모의 기간인 100 초 까지는 중기발생기 2 차측의 냉각수가 일정하게 유지 

되지만 굽수가 정지된 100 초 부터 원자로가 정지되는 138 초 사이에서 열천달율이 

굽격허 중가하므로 냉각수의 양은 급격히 떨어진다.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에 열전달 

율온 청상상태의 1/3 정도로 줄어들며， 냉각수의 감소율도 둔화된다. 냉각수 감소율의 

변화는 u-자관의 모의에 따라 차이률 보이며， 냉각수의 높이가 액체로 열전달이 얼어 

나지 않는 높이에 다다르면 냉각수의 감소는 거의 얼어나지 않는다. 이때률 중기발생 

기 고갈(dryout)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사고모의 후 1,752 초에 중기발생기 2 차측이 고 

갈되었다. u-자판의 하단에 있는 구조물에서 물로 열천달되는 높이 이하에서는 물의 

중발이 거의 얼어나지 않으므로， 이 높이의 분율을 0.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중기발생기 2 차측의 고갈되는 정확한 시첨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차계통내의 압력을 그림 3.6.17 에， 압력용기내의 냉각수 높이률 그림 3.6.18 에서 

보여주고 있다. 일차계통 내의 압력은 원자로의 가통정지 후 120 기압까지 급격히 

하강한 후 중기발생기 2 차측의 냉각수 높이가 낮아져 열전달아 줄어들면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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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한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는 730 초에 정지시키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원자 

로 냉각재 펌프의 정지 이후에도 일차계통에 충분한 냉각수가 존재하는 4,000 초 까 

지는 자연순환에 의해 미량의 냉각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기발생기 2 차측이 고갈되 1,750 초 이후 가압기내의 압력을 굽격히 중가하여 

2,100 초에 가압기의 안전 방출밸브(SRV)의 설정값인 172 기압에 도달하여 안전 방출 

멜브률 통해 냉각수가 격납건물로 방출되기 시작한다(그램 3.6.19 의 방출율 참조). 

3,700 초 부근에서 상부폴리넘의 냉각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심의 상단 

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상부플리념이 완전히 고갈되는 5,000 초 이후부터 노심의 냉각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핵연료의 온도가 상숭하기 시작한다. 피복관은 5,200 초 경에 

1,173 oK 에 도달하여 핵분열생성물의 껍누출이 시작되고， 6,700 초 경의 냉각수 높이 

는 핵연료 하부노심판까지 떨어지게 되어 노심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때부터 핵연료 

의 온도는 굽격히 상숭하여 약 7,000 초 경에 피복관의 파손용도에 도달하며， 7,400 

초 경에 용융되기 시작하면서 재배치가 일어냐고 8.100 초 경에 하부 혜드까지 떨어 

져서 하부 혜드를 가열하기 시작한다. 하부혜드는 8.130 초 경에 관통부위에 파손이 

일어냐서 압력용기내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핵연료의 온도변화중 일부를 그램 3.6.20 에서 보여주고 있다. 냉각수가 가압기의 

안전 방출밸브를 통해 방출되어 노심이 노출되면서 핵연료의 온도가 상숭하기 시작 

하며， 냉각수의 높이가 핵연료 하부 노심판까지 떨어져 노심이 완전히 고갈된 약 

7,000 초 경 피복관의 파손온도에 도달하고， 핵연료 질량의 변화률 통하여 7,400 초 

부근에 상부 c터l 에서 용융이 발생하여 하강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8,100 

초 경에 많은 양의 핵연료들이 하부혜드까지 떨어져서 하부혜드롤 가열하기 시작하 

며， 하부혜드는 8,130 초 경에 관통부위에 파손이 일어난다. 파손직후에 파손부률 통 

해 냉각수와 수중기가 방출되므로 압력이 하강하게 되고 따라서 SIT 가 작동하여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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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가 주입된다. 주입된 냉각수는 하부혜드와 캐비티의 압력차에 의해 캐비티로 방 

출되며， 또한 하부혜드로 재배치된 용융핵연료도 판통부의 파손에 따라 캐비티로 방 

출된다. 

핵연료의 거동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과 원자로 냉각계통 퉁 제어체적의 온 

도나 가스의 거동에 큰 차이률 나타내므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이 크게 차이률 보이 

고 었다. 따라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해석에 있어서도 핵연료의 재배치와 마찬가지로 

많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거동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립 .3.6.21 는 격납건물내의 압력을， 그립 3.6.22 는 냉각수의 질량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 방출밸브를 통해 냉각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격납건물내의 압력이 중가하게 

되며， 하부혜드의 파손시 압력이 2.5 기압까지 순간적으로 상숭하여 피크률 만들며， 

이후 캐비티에서 냉각수의 중발에 의해 서서히 압력이 상숭한다. 하부혜드의 파손이 

후 안전주입 탱크의 냉각수가 노심올 통해 캐비티로 유입되어 캐비티내의 냉각수가 

200 톤에 도달하지만 붕괴열에 의해 증발되어 약 50,000 초 경에 고갈된다. 캐비티가 

고갈되면 수중기의 발생이 없고，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농도중가로 57,000 초 경에 수 

소연소가 발생하여 격납건물내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6 기압까지 상숭한다. 이후에도 

용괴열에 의해 압력은 서서히 증가하며 약 300,000 초(83hr=3 .5day)에 격납건물의 파 

손이 일어난다. 

캐비티로 유입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웅(MCCI)에 의혜 캐비티가 첨식당한 

다. MELCOR 코드에서는 물이 있는 겸우에도 MCCI 가 일어나는 경우률 취급함으로 

서 반경방향에 비해 축방향의 침식이 매우 크다. 따라서 캐비티의 하단에서 격납건물 

하부 용융관통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의 일부가 이를 통해 누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계산에서는 격납건물의 기초공사로 사용된 콘크리트를 캐비티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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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께에 포함시켰으므로 용융관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계산에서는 격납건물의 대량파손이 발생되는 것만 모의하였지만 격납건물의 얼 

계 압력인 6.4 기압에서 격납건물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균열부분율 흉해 

일부 가스가 대기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대형파손온 일어나지 않율 수도 었다. 또한 

CONTAIN 코드을 이용한 계산[99]에서는 구조물의 표면적이 크거나 구조물의 열전도 

율이 양호한 경우와 같이 캐비티에서 생성된 중기가 재용축되어 이에 의한 압력충가 

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복관의 파손 시첨으로 부터 챔에 었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 시작된다. 그러나 

핵연료의 용융 및 재배치에 의해 노섬에서의 방출이 급격히 중가한다. 핵연료가 하부 

폴리넘으로 재배치가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방출되며， 하부혜드의 파손이후 캐비티로 

방출된 이후에도 노심용융물과 론크리트의 반용에 의해 많은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된 

다. 불활성가스나 중기압이 높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은 대부분 노심에서 방출되지 

만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은 캐비티 내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용이 있을 

때 많이 방출된다. 

표 3.6.5 와 3.6.6 에 핵분열생성물방출과 이송에 의한 최종분포률 무게와 초기재고 

량에 대한 분율로 보여주고 있다. 가스형태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에어로졸 형태의 핵분열생성물들은 격납건물의 파손이후애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대부분 침전되는 것율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Xe, Cs, 1, Te 퉁 휘발성 핵분 

열생성물들은 중대사고시 90% 이상 방출되는 반면 Ru, Mo, Ce, La, U 퉁 비휘발성 핵 

분열생성물온 방출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산에서는 Mo, U, Cd, Sn 

퉁과 같은 비휘발성물질들의 방출이 캐비티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립 3.6.23 에 Cs 의 위치와 형태에 따른 분포변화률 보여주고 있으며， 그립 3.6.2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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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의 위치와 형태에 따른 분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RN 때캐지률 포함한 TLOFW 의 해석에서 발견된 문제챔으로는 다음의 네가지률 

들 수 있다. 첫째 안전주입 탱크와 져온관 사이의 파이프 크기률 FSAR 에서 주어진 

크기로 입력할 경우에 하부혜드 파손 이후에 안전주입 탱크 내의 냉각수가 저온관률 

룡혜 급격히 노심으로 유입되고 다시 캐비티로 훌러가는 과정에서 SIT 내부의 가스 

온도률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여 에러와 함째 계산이 정지된다. 이와 같온 현상을 혜 

결하기 위해서는 MELCOR 코드내에 있는 노심의 열수력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야 하 

지만 이률 위하여서는 모델의 이해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율 수정하지 않고 모의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이프의 유로면적을 줄여 유량을 감소시 

키는 방법이나 질소가스률 알곤(Ar)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본 해석에서는 유량 

을 0.5 %로 감소시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0.6%인 경우에는 하부플리념의 온도률 부 

적절하게 계산하며， 1% 이상인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였다. 

둘째 안전주입 탱크의 냉각수가 모두 캐비티로 흘러 들어간 이후 노섬얘 냉각수가 

존재 하지 않을 경 우에 cell 의 유체 온도(TSVC)롤 부적 절하게 모의 한다. CelI 의 온도 

가 273 oK 이하로 하강하는 경우에는 물성치가 없으므로 에러와 함께 계산이 정지되 

지만， 온도가 높은 경우(3 ，OOOOK 이상)에는 계산이 계속 수행된다. 그러나 유체온도률 

매우 높게 해석한 경우에도 전반적인 사고진행의 모의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하여 계산 시간간격룰 줄여서 계산하면 

하부폴리념의 온도가 273 oK 이하로 하강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만， 온도가 상숭하 

는 것은 상숭섯점과 최고온도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셋째 하부혜드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이률 통하여 냉각수와 노심용융물이 캐비티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MELCOR 쿄드에서는 냉각수와 노섬용융물의 이폼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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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위가 요망된다. 문제챔으로 냉각수의 이동에 필요한 

유로단면적이 큰 경우에는 압력용기와 캐비티 사이에서 유속의 진동융 관측할 수 있 

었으며， 이로 인하여 두 제어체적 사이의 가스혼합이 잘 이루어 진다. 따라서 캐버티 

로 부터 하부폴리념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압력용기내에서 수소연소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유로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하부플리념의 냉각수가 캐비티로 흘러나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안전주입 탱크의 냉각수가 주입되는 동안 노심의 높 

은 부분까지 냉각수가 채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심용융물의 거동은 코드내에서 

별도로 계산하므로 유로단면적에 의한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해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수소연소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하부헤드의 유로단면적이 적어야 하 

며， 일반적으로 10 - 15 cm 정도의 파손직 경을 률 권장하고 었다. 

넷째 Mo 의 방출에 있어서 출력파일과 그렴파일에서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고 었 

음이 관측되었으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민감도 분석과 출력파일의 세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VANAM 실험해석 (ISP 37) [106] 

ISP(lntemational Standard Problems)는 원자로 안전성 연구의 일환으로 실험과 해석 

결과률 비교하기 위해 OECD-CNSI 에서 결정하며， 해석코드에 의한 사고모의와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해석코드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하기 위해 수행 

되는 것이다. ISP 37 은 격납용기내에서의 열수력과 에어로졸의 거동에 관한 실험， 특 

히 수용성 에로졸의 거동에 중점을 두고 GRS(Gessellschaft fur Analagen- und Reackto

sicherheit)에 의 해 Battelle Frankfrut 의 BMC (Battelle Model Containment)에 서 수 행 된 

VANAM M3 실험해석이다. VANAM M3 실험은 가압기의 SRV(Safety Relief Valve)률 통 

해 중기와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로 방출될 때 격납건물내의 열수력거동과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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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능력율 측정하고 그 결과를 에어로졸 거통해석용 쿄드검중에 사용하기 위한 것 

으로서 륙히 제한된 중기 공급시의 용해성 에어로졸의 거동에 춧챔올 맞추고 있다. 

즉 원래 작고 가벼훈 NaOH 입자가 충기웅축에 의한 fog 올 형성하여 입자가 급격히 

커짐으로 SnÛ2 에어로졸올 이용한 M2 실험보다 많은 침전이 일어났다. 

VANAM M3 실험모의는 MELCOR version 1.8.3 올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에어로졸 

실험인 VANAMM3 실험의 해석에서 격납용기내 열수력거통과 에어로졸의 제거률 모 

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며， 해석결과에서 에어로졸 계산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열 

수력거동의 불확실성에서 유래됩올 알 수 있었다. 또한 MELCOR 코드는 계산결과가 

다른 코드에 비해 사용자에 따른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우 안정된 코드 

라고 할 수 있다. 해석 결과는 ISP 37 의 주무기관인 목일의 GRS 에 보내어 실험결과 

빛 타 연구기관의 해석 결과[107]와 비교. 검토하였다. VANAM M3 실험과 같이 계획 

과 측정이 잘 된 실험올 MELCOR 코드로 해석함으로서 쿄드의 문제점올 발견하고 

검중올 수행할 수 있다. 

ISP 37 이 코드간의 실험 모의능력올 비교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가능한 통일한 입력 

올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권고치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해석에 사용된 

입력도 매우 미소한 부분올 제와하고 대부분 GRS 에서 권고한 값들율 이용하였다. 

계산수행 방법은 초기 입력작성과 예비계산을 통하여 입력의 오류와 실험자료의 적 

철성을 파악한 후에 에어로졸의 입력없이 열수력거동올 모의하고 모의 결과의 타당 

성을 검토한 후에 에어로졸의 주입올 사용한 최종계산올 수행하였다. 실험모의올 위 

한 격납용기는 16 개의 격실과 28 개의 격실간 경로， 51 개의 구조물로 하였으며， 초기 

열수력 조건과 수중기， 공기， 에어로졸의 주입과 제거는 실험에서 측정된 자료률 수 

정없이 사용하였다. Sump 의 모의에 있어서는 격실의 하단부률 사용하는 것과 별도의 

격실올 모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쿄드의 특성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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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권장하고 있다. 격납용기 구조물의 배치， 구성물질의 물리적 륙성(열천도율， 밀도 

둥)， 구성물질의 종류와 두께， 단면적 둥에 관한 상세자료， 초기의 온도와 압력 둥도 

권고치톨 수정없이 사용하였다. 

ISP 37 해석에 사용된 입력의 대부분이 GRS 에서 권고한 값들옳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권고한 수중기 주입량을 이용하 

여 계산한 결과 그림 3.6.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l 단계에셔의 압력이 측정치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험에서와 같이 1.25 기압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수중기의 

주입량율 조컬하였다. 해석결과의 타당성율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야 하지만 lSP 37 에서는 측정자료중 일부만이 그립형태를 주어졌기 때문에 입력의 

오류률 완전히 파악하지 봇하고 다만 실험단계별 격납용기내의 압력， R9-DOM 의 온 

도， 에어로졸의 농도 둥 매우 한정된 자료들만을 측정치와 비교하여 입력의 오류률 

환단하였다. 

MELCOR 쿄드의 계산시 간온 에어로졸의 계산유우와 사용자의 time step 조철애 따 

라 큰 차이롤 보인다. 즉 에어로졸의 계산에 많온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초에 열수력 

거동만율 해석한 후에 에어로졸에 판련된 입력율 추가하여 해석율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time step 을 크게 설정하여 계산시간을 축소시킬 수 었지만 경우에 따라 계 

산결과가 전혀 다른 경향을 보여 줄 수도 있으므로 예비계산의 수행율 룡하여 time 

앙ep 율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었다. 그립 3.6.26 에서는 격실깐 유체의 흐롬율 나타 

내는 t10w path 중 일부 유로의 유체속도률 보여주는 것으로서 많은 진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체속도에 많은 진동이 발생하면 두 격실사이에서 유 

체의 혼합이 찰 이루어지므로 온도와 에어로졸의 농도가 비슷한 분포롤 갖게되어 실 

험애서와 같온 격실간의 충화현상율 모의할 수 없다. 그러나 히me step 올 줄여줌으로 

서 수중기의 주입 높이보다 낮온 위치에서의 충화현상 모의가 가능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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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실에 fog 가 폰재하고 있음은 상대습도가 100% 이상을 유지하므로 용축이 매우 활 

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에어로졸의 제거율을 결정하는 충요한 변수중의 

하나이다. 그림 3.6.27 에서는 격실내의 온도변화률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6.28 에서 

는 NaOH 에어로졸의 농도변화률 보여주고 있다. 에어로졸의 농도는 측정치보다 해석 

결과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MELCOR 코드에서 수용성 에어로졸에 

의한 용축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MELCOR 코드률 이용하여 에어로졸 실험의 격납용기내 열수력거동과 에어로졸의 

제거률 모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며， VANAM M3 해석결과에서 에어로졸 계산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열수력거동의 불확실성에서 유래됨을 알 수 있었다. 

MELCOR 코드의 계산결과가 다른 코드에 비해 사용자에 따른 효과가 척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매우 안정된 묘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SP 37 을 통해 MELCOR 코드 

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에어로졸의 계산에 있어서 물에 용혜되는 

효과롤 고려하지 못하므로 첨전을 과소평가 한다. SNL 에서 에어로졸 용해모웰을 추 

가시킨 새로훈 version 의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이미 에어로졸의 용해에 관한 모댈을 사용하고 있는 코드(FIPLOC)가 있 

으며， SNL 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와른 시일내에 MELCOR 코드에 이 

모델을 추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MELCOR 의 계산결과가 time step 이 커지면 계 

산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Time step 의 쩔정에 따라 격실간의 유체이동이 안정되어 

격실간의 충화현상올 모의할 수도 있다. 

라. 고리 l 호기 격납건물 직 접가열현상 분석 [96] 

원자력발전소에서 전원상실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용기의 압력이 

고압을 유지하게 되고 이 때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면 고압의 노심용융물이 캐비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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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분출하게 된다. 이 때 고압의 원자로내부와 격납건물 대기와의 압력차이로 인 

해 원자로내의 노심용융물은 미세한 입자로 분해되면서 원자로 캐비티률 지나 격납 

건물 대기로 분사된다. 분사된 고용의 노섬용융물 입자는 주로 핵연료 및 노내 구성 

물질인 Zr, zr02, Fe 둥으로 대류， 전도 및 복사풍의 열전달 과정에 의해 격납건물 대 

기률 가열시킨다. 또한 입자들은 대기중의 산소빛 수중기와 반웅하여 많은 양의 열과 

수소률 발생시키며， 발생된 수소의 연소로 격납건물 대기는 더육 가열되어 압력이 급 

격히 상숭할수 있다. 이러한 압력상숭으로 격납건물 건전성이 위협받게 되어 미국 

NRC 는 이러한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을 중대사고 여닮가지 불확실 항목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드의 검중과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 발생시 격납건물의 거동을 

예상하기 위해 중대사고 해석쿄드인 MELCOR 쿄드 1.8.3 을 이용하여 고리 l 호기 격 

납건물내 칙접가열현상(DCH)을 분석하였다. 현재 MELCOR 쿄드는 격납건물내 직접 

가열현상을 상셰히 모멜하고 있지 않고 다만 노심용융물과 격납건물과의 상호작용율 

모의하여 격납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값을 코드사 

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모의하고 있다. 

MELCOR 코드내의 FDl (Fuel Dispersal Interaction) 패커지는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는 

시간부터 캐비티 및 격납건물이 파손되기 전까지의 격납건물내에서 노심용융물의 산 

화 및 청전둥옳 통한 여러 반용을 분석하도록 개발되었다. 현재 MELCOR J .8.3온 캐 

비티률 통한 체계적인 노심용융물의 이송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다만 

CVH(Control Volume Hydrodynamics) 패커지둥을 통한 격납건물내의 대기 및 구조물의 

열천달 및 비용축성 개스의 양퉁율 계산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MELCOR 코드는 사 

용자가 DCH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마치는 여러 인자들율 변화시켜 DCH 에 의한 격 

납건물내의 용도와 압력의 중가， 구조물의 열전달 둥융 비교적 단순히 얘측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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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훨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DCH 현상에 대한 기존 코드을 사 

용한 체계적인 해석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이들 인자의 강을 예측하는데 

어려용이 있었다. 

그림 3.6.29 과 3.6.30 은 민감도 분석중 한가지의 격납건물내 캐비티에서의 압력 및 

온도변화률 보여주고 있다. 압력의 경우 노심용융물의 15 %가 방출되는 경우 60 %가 

방출되는 경우보다 최고 0.4 MPa 정도 낮았으며， 최고온도도 상부격실의 경우， 15 %가 

방출되는 경우가 60 %가 방출되는 경우보다 1,000 K 이하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압력 

용기로 부터의 blowdown 효과률 고려한 경우에 수중기 방출에 따른 압력의 상숭과 

함께， 수중기가 금속의 산화를 촉진시켜 캐비티와 상부격실 모두에서 다른 경우와 비 

교하여 압력이 높아점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캐비티에서의 대기온도는 수중기 방출 

로 인한 열전달 계수의 중가로 blowdown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낮게 나 

타났다. 이외에 노심용융물이 캐비티로 방출되는 시간간격의 영향은 격납건물내의 각 

격실의 최고 압력이나 온도둥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체제정비 

가. MELCOR 코드 

MELCOR 코드의 최신 version 인 MELCOR 1.8.3 올 도입 ’95 년 I 웰 껄치 검중하였 

다. PHEBUS FPT-O 의 해석결과에서 핵연료봉 온도는 MELCOR 1.8.2 와 유사하였다. 새 

로 발표된 MELCOR 1.8.3 에는 많은 모델들올 개선， 보완하였다. 대표적으로 개선되거 

나 보완된 주요 모텔은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용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기존 

의 모웰 대신 CORCON-MOD3 률 결합시켰고， 노심용융물을 원자로 용기내에서 냉각 

시키기위해 캐비티내 물을 충수시키는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모웰， 원자로 용기 하 

부 혜드의 손상모텔， B4C 와 수중기 또는 철과의 반용 모델퉁이 첨가되었다. 추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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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챔가될 모멜은 구조물 표면과 핵분열생성물의 화학반용， lodine 거동 판련 모웰둥 

에 판한 모멜이 개선 챔가될 예정이다. 

나.ICARE2 쿄드 

ICARE2 코드의 새로운 veπion 인 ICARE2 V2 MOD2 툴 도입 ’95 년 7 월 셜치하였다. 

이전의 ICARE2 V2 MODl 의 모헬중 개선된 챔은 반경파 축방향으로의 재배치 모렐， 

피복관 파손 모텔， 방사열전달 모델 퉁이 개션되었으며 새로이 개발 첨가된 모멜로는 

제어봉 손상관련 모렐로서 3 가지 손상 현상을 모헬 챔가하였다. 첫째는 Cd 이 용융 

되어 발생된 압력 중가로 인한 스테인레스 피복관 파열， 두번째는 용융된 홉수체 물 

질에 의한 Zr 유도관 용해현상， 쩨번째는 스태인레스스틸 피복관과 Zr 유도관간의 

eutectic 형성에 의한 낮은 온도에서의 액화현상으로 구성된다. 새로이 개발 챔가된 모 

멜은 추후 셜치후 분석 소개할 예정이다. 

다.SOPHAEROS 코드 

국제공동연구 PHEBUS Project 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험과 코드개발에 

연구원을 참여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어 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CADARACHE 연구 

소에 l 명의 연구원을 쿄드개발 분야에 l 년간 (’94.5.20 - ’95.5.19) 파견하였다. 파견중 

에 원전의 일차계통 내에서의 핵분열성물과 에어로졸의 거동해석용 코드(ESCAD앉 

와 SOPHAEROS)의 검중과 실협해석율 수행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코드들은 현재 국 

내에 도입되어 있다. 

원자로의 노심용융을 수반하는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이 일차계통을 흉해 격납 

건물로 방출하게 된다. 핵분열생성물01 일차계통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에 많은 양이 

구조물의 벽면에 부착되므로 일차계통 내에서의 핵본열생성물 거동이 격납건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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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양률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대사고시 일차계통내가 고용.고압 

을 유지하게 되므로 휘발성이 강한 Cs, l, Te 빛 Cd 풍은 대부분 기체상태로 폰재하며， 

냐머지 비휘발성 물질들은 대부분은 에어로졸 상태률 갖게된다. 

일차계통내에서의 기체상태의 핵분열생성물과 에어로졸의 거동올 해석하기 위한 

쿄드로서 TRAP-MELT 가 개발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코드의 단점을 제거하 

고 모엘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ESCADRE 라는 새로운 쿄드 시스탬을 개발하고 

있다. ESCADRE 시스댐에서 원자로 일차계통 내의 기체상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올 

해석하는 쿄드가 SOPHIE 코드이며 에어로졸 거동을 해석하는 쿄드가 AEROSOL-B2 

쿄드이다. 최근에는 SOPHIE 코드와 AEROSOL-B2 쿄드의 모든 모헬을 포함한 

SOPHAEROS 코드가 개발되었다. 

코드겁중과 실험해석의 상세내용은 본 장의 I 철 5 항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차계통 내에서 증기(vapor) 상태의 핵분열생성물이 구조물의 벽면에 웅축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DEVAP 실험을 통해 SOPHIE 코드와 SOPHAEROS 쿄드의 

검중올 수행하였다. DEVAP 실험은 중대사고시 일차계통 내의 고온에서 중기상 

태로 폰재할 가능성이 높은 Csl, CsOH 및 Te 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실험해석 결 

과에 의하면 SOPHIE 코드가 매우 짧은 시간에 중기의 부착이나 웅촉을 계산할 

수 있으며， SOPHAEROS 코드는 실험에 더육 근접한 해석결과률 보여주고 있다. 

2) 에어로졸의 thennophores is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TUBA 실험을 통해 AEROSOL

B2 쿄드와 SOPHAEROS 코드의 검중을 수행하였다. TUBA 실험에서는 에어로졸 

의 크기， 농도 및 carrier gas 의 유속에 따라 thennophoresis 에 의한 부착량을 측 

정하였다. 실험해석 결과에 의하면 SOPHAEROS 쿄드는 에어로졸의 거동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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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히 이용할 수 있지만， AEROSOL-B2 코드는 열수력 조건의 입력이 용이하지 

않올 뿐만 아니라 계산시간이 매우 길다는 단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특정 현 

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해석에는 두 코드가 동일한 결과률 보여주고 있다 .. 

3) Bend 부분에서 관성운동에 의한 에어로졸의 부착을 파악하기 위한 TRANSAT 실 

험을 통해 SOPHAEROS 코드의 bend impaction 에 관한 모델의 검중을 수행하고， 

계속되는 실험의 방향올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결정하였다. TRANSAT 실험에서 

는 직각으로 쩍어진 파이프에서 에어로졸의 크기와 carrier gas 의 유속에 따른 부 

착량을 측정한다. 해석결과에 caπier gas 의 속도가 와른 경우에는 실험이 잘 모 

의되지만 유속이 느련 경우에는 부착량을 매우 높게 모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는 더 많은 실험과 해석을 통해 실험의 측정오차 때문인지 혹은 모델의 잘못 

때문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4) 중대사고의 종합실험인 FPTO 실험중에서 중기발생기에 부착된 핵분열생성물과 

에어로졸의 양올 해석함으로서 SOPHAEROS 코드의 종합적인 검증과 FPTO 실험 

의 문제정올 파악하였다. 

라.CONTAIN 코드 

(1) 개요 

CONTAIN 코드는 1982 년 수립된 미국 핵 규제 위원회 (USNRC)의 중대사고 연구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복잡한 현상올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코드는 설계기준사고나 중대사고시 일차계통으로 부 

터 방출된 물질에 대하여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수력 현상， 에어로졸 

거통， 핵분열 생성물의 용괴， 가열 및 이송을 통시에 계산함으로써 격납건물의 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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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총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산쿄드로 격납건물 내부의 물리， 화학적， 방사선적 

(Radiological) 상태률 예측하고， 외부 환경으로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코드의 중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격납건물 내부에서의 주요 현상 상호 

간 효과롤 반영 (Feedback Effect)하여 공동 효과(Synergistic Effect)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984 년에 αiNTAIN 1.0 이 출판 후 1988 년 C에TAIN 1.1. 그리고 현재 CONTAIN 1. 2 

최종본율 준비 중에 있다. Version 1. 2 의 중요한 새로운 모멜은 표 3.6.7 에 정리되 

어 있다. 

CONTAIN 은 격납건물 구역 (Cell) 간의 유동， 가연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연소， 

열 및 물질 전달， 에어로졸과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 공학적 안전 셜비 , 노심 용융 

물과 콘크리트와의 상호반웅. 그리고 격납건물 직접 가열(OCH)에 대한 모델이 포함 

되어 있다. CC에TAIN 코드의 구성은 Cell Atmosphere. Aerosol Behavior. Fission 

Product Behavior. Intercompartment Flow. Lower Cell Models. 그리고 Engineered 

Safety System 으로 되어 있다. Cell Atmosphere 모델은 사고기간 동안 대기에서 

Atmosphere Thermodynamics. Condensation and Evaporation. Heat Transfer to 

Structure. Aerosol Behavior. Chemical React ion(수소 연소 둥) . 그리고 Inter

Cell Flow of Gases. Fission Products and Aerosols 의 주요 현상들올 모의 한다. 

Aerosol Behavior 모텔은 뻐EROS 에 기초하고 있으며， 불연속적인 (D iscrete) 에어로 

졸 입자분포와 임의의 모양을 취급하고(Multisectional) ， 각각의 입자 크기 군은 여 

러 가지 구성물질올 가질 수 있다(Multicomponent). 이러한 특성은 부유 에어로졸 

(Suspended Aerosol)로 인한 방사능 방출 분석 수행에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에어 

로졸 표면에의 수중기 웅축이나 표면으로부터의 수중기 중발이 대기조건에 따라 일 

어날 수 있도록 모델 되어 있어 수분 친화적인(Hygroscopid 에어로졸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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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Fission Product Behavior 모멜은 빽분열 생생물의 이송 

(Transport) , 감쇄(Decay) , 그리고 가열(Heating)올 묘사한다. 격납건물 구역간의 

유량 이동을 계산하는 Intercompartment Flow 모멜온 사용자가 정의하는 유량 혹은 

압력 차이로 발생되는 유량율 계산하고， 수치해석은 Explicit Runge-Kuta 와 

lmpl ici t 방법올 사용한다. 

Lower Cell 모델은 Multiple Layer Heat Transfer System 과 Core-concrete 

lnteraction (CCI)부분으로 구성 되 며 , c애C에 모델뿐 아니 라 VANESA 모멜이 포함되 어 

CCI 로 인한 가스 생성 때문에 노심 용융풀로부터 발생되는 에어로졸 및 핵분열 생성 

물 거통과 냉각수 폴로 인한 Scrubbing 효파률 취급할 수 있다. 

Engineered Safety Systems 은 살수계통과 공기냉각기 , 그리고 Ice Condenser 에 

대한 자세한 모댈올 ‘보유하고 있고， 또한 탱크， 펌프， 파이프， 밸브， 그리고 열 교 

환기 풍의 냉각수 이동에 관한 계통도 모델할 수 었다. 이러한 모옐은 격납건물내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므로 안전계통의 작동으로 인한 에어로졸이나 핵분열 생성물 

의 새로훈 배치률 취급할 수 있다. 

(2) C애TAIN 코드 국내 활용 

국내에서도 1987 년 12 월 OONTAIN Version 1.05 률 도입한 이래 현재 OONTAIN 1.2 

까지 도입하여 활용 중에 었다. OONTAIN 코드률 활용한 예는 표 3.6.8 과 같다. 특히， 

α>NTAIN 코드 1. 11 은 사업자인 KOPEC 및 규제 기관에 공급하여 울진 3 ， 4 호기 중대 

사고 인허가와 관련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1. 2 도 이들 기관에 공급하여 차세대 중 

대사고 언허가률 위해 활용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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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구조물에 부칙펀 핵분열생성물의 양 

부폼명 충방훌앙 기준으로 deposition 비 

수직판 30% 

수평관(노심 훌구:C 지점) 6% 

Y 지점 16% 

증기발생기전단바닥 0.2% 

증기발생기후단바닥 0.05% 

종기밭생기전단세관 32% 

증기발생기후단세관 9% 

수핑판(격납용기 유입전:G 지점) 2.5% 

격납용기바탁 4.24% 

격납용기벽면 0.01% 

Sum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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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MELCOr~ RELAP. 그리고 STCP 쿄드의 사고 진행시간 비교 

Event RELAr MELCOR STcr 

Acc1dent Start 50. 200. O. 
Loss of Heat S1nk 3370. 3920. 5577. 

(2ndary slde dry out) 
SRV In1tlal Openning 3430. 3080. 

(3960. ) 
C1rculat1on Around Loops Stop 5310. 6600. 
Start of Core Uncovery 7396. 
Start of Fuel Cladding Heatup 6720. 7480. 7462. 
Start of Cladd1ng Ox1dation 7350. 8200. 
Fuel Cladding Balloon1ng Beg1n 7380. -
Fuel Cladding Failure 7388. 

- Rlng 1 8398. 
- Ring 2 8368. 
- R1ng 3 8404. 
- R1ng 4 8566. 

Steam Satrvation 8468. -
Zr02 Rupcture 8584. -
Fuel Dry out - 9162. 
Fuel Melt1ng Begln 8747. - 9202. 
Clad MeltlFuel relocation 8584. 8680. 

Starts 
Core Support Plate Fal1ure 10177. 

- R1ng 1 ]0448. 
- R1ng 2 ]0087. 
- Ring 3 10086. 
- R1ng " 11785. 

Lower Head Penetratlon Fal1ure 10407. 
- Ring 1 11529. 
- R1ng 2 10250. 
- Ring 3 10287. 
- Ring 4 12707. 

Beg1nning MCCI 10250. 22125. 
CORCON Layer Flip 14970. 26025. 
B011 off of Water Overlylng 24200. 17565. 

Core Debr1s Complete 
Start of 1st H2 Burn 24682. 
Contalnment fa11 196859 • 

• Start t1me of MCCI MELCOR - Beg1nning of the debris eject10n 
STcr’ - B011 off of water overly1ng the debris 

• Water was d1scharged through SRV 4560s - 76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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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 CONTAIN V. 1.2 의 주요한 새 모멜 

Newand Up양ad벼 Model or Features Code Revisions and Interim Release Notes 

Direct Containment Heating New in 1.12, Upgraded in 1.2 

Treatment of SoJute and Kelvin Effe<:ts in New in J.I I. Upgraded in 1.2 

Aerosol Condensation 빼d Improved Numerics 

Forced Convection Velocities Based on Flow New in 1.11. Upgraded in 1.2 

Machine De야ndency Modification 빼d New in 1.2 

Workstation Installation 
‘ 

Outgassing of Concrete Structure New in 1.11 , Upgraded in 1.2 

Major Upgrade of Material Property Library Upg쩌ded in 1.12 

Conduction of Heat Between Cells 깨rough New in 1.11. Upgraded in 1.2 
Walls 

Inclusion of Real 1피uation of State for Steam New in 1.2 

Diffusion Flame and Bulk Spontaneous Buming Upgraded in 1.2 

Flame Speed and Combustion Completeness Upgraded in 1.2 

Inclusion of CORCON MOD3 for Improved New in 1.2 

Core-concrete lnteraction Modeling 

lnclusion ofTRENDS for Mechanistic New in 1.2 

lodine Chemistry Modeling 

Film Tracking for AL WR Extemal Shell New in 1.2 

Evaporative CooIing 

Mass and Energy Accounting Feature New i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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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8 중대사고 해석용 α>NTAIN 전산 코드 활용 실척 

Version 도입 년 수 행 내 용 수행 년도 
도 

V. 1.05 1987 고리 1 호기 천원상실사고해석 1988 

1988 

V 1. 10 1988 고리 1 호기 민감도 해석 1988 

고리 1 호기 검중 및 OCH 계산 1990 

V 1. 11 1992 영광 3,4 호기 전원상실사고 해석 1992 

율진 3 ,4 호기 국부수소농도 분포 해석 1994 

V 1.12 1996 율진 3.4 호기 D대 해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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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중대사고 분석 코드개발 과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과제 중 원자력안전성 향상 

연구의 분야 과제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최종 목표는 중대사고 해석 전산체제롤 확립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중대사고 분석 전산코드 검중 및 개발과 중대사고 전산체제 정비 및 

확립율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 연구수행 방법은 초기에는 중대사고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현황 화악과 모멜 이혜에 주안챔율 두었으며 후기에는 이률 기초로 관련 모멜올 

개발.개선 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중대사고의 종합전산 코드 개발 및 실험적 연구는 

많은 인력과 재원율 필요하므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종합 전산코드 및 실험자료를 

입수하였으며， 종합 전산코드는 실험자료 및 국내 발전소 사고해석에， 실험자료는 

전산코드의 검중 및 해석능력 배양에 활용하였다. 중대사고 분석 전산코드 검중 및 개발을 

위해서는 크게 수소제어， 중기폭발， 격납건물 직접가열， 원자로 용기 하부 파손， 

노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웅 풍의 분야에 대해 모멜 개발 및 개선 연구률 수행하였으며， 

중대사고 전산채채 정비 및 확립율 위혜서 PHEBUS 및 CSARP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실험자료 입수 및 판련 전산코드률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한목표롤 

달성하였으며 실제 원전 분석， 전산코드의 검중 활용 둥 대외적으로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온 충대사고 분석 전산코드 검중 및 개발과 충대사고 전산체제 

정비 및 확립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개발 목표 달생도 및 대외 기여도롤 기술하였다. 

수소채어 

수소제어는 가상적인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률 가정하여 격납건물내 수소의 이송.혼합 

륙성 과 각 격 실 내 수소농도 분석 연구[7]와 수소연소 분석 모멜 개 발연구[54，55]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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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수소 농도 분석율 위해 중대사고시 격납건물내의 현상올 종합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CONTAIN 1.12 코드률 사용하였으며， 울진 3，4호기 격납건물 모형의 기하학적 

륙생율 고려하여 16개의 작은 격실로 분할하여 모의하였다. 각 격실에 농축되는 

수소농도는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전원상실사고와 중형냉각재 

상실사고 두 경우률 고려하였다. 격납건물내 국부 수소농도는 원자로 내부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율과 각 격실간 유로에서의 유통손실계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민감도 계산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자 및 규제기관에서 상용발전소인 

율진 3，4호기 국부 수소 농도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소연소 분석모빨에서는 

• 

• 

수소 예혼합기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소 화염 전파 속도에 대한 

자료 획득 및 상관식 제시 

수소훌 연료로 사용하여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점화， 화염 전파， 

이상(abnormal) 연소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수치혜석 코드률 개발하여 최소 

챔화에너지， 정상 연소 및 비정상 연소 과정에서의 화염 구조 둥을 계산 및 

환석 

수소 누출시 격실내에서 수소가 공기와 혼합되는 과정을 가시화하고 상용 

코드로 해석 

수소 농도룰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례얼리 산란법을 재안 빛 

이 방법율 사용한 농도 계측 

격실간 화염 전파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소염망 셜치 방안 제안 및 소염망 

셜치시 셜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염 거리 상관식 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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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1편의 기술보고서[108]와 3편 학술발표회에서 논문 

발표[109 ， 110 ， 111]와 1건의 전산코드 둥록[ 112] 이 있었다. 

노싱용융률과 냉각쩨반융 연구 

격렬한 노심용융물과 냉각재 반용으로 발생하는 중기폭발 현상연구 분야에서의 

연구내용은 첫째 코드 개발의 영역과 둘째 개발된 코드롤 이용한 검중계산으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률 통하여 중기폭발시 팽창단계의 모의코드률 개발하였으며 

이 코드률 이용 중기폭발의 폭발력 척도라 할 수 있는 변환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초기 혼합시 기공률(Void Fraction)이라는 사실을 얻었다. 한편 초기 혼합시 

용융물파쇄 모렐을 기존 코드인 IFCI 6.0에 추가하였으며. 검중계산으로 International 

Stan뼈rd Program (ISP) 39에 참여하여 JRC-Ispra에서 수행한 FARO L-14 실혐의 모의률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초기 혼합시 파쇄모멜이 용융물의 열전달 면적 빛 전체 압력상숭 

파 냉각률에 주요인자률 결정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격납건물 직접가얼현상 연구 

격납건물 직접가열 연구는 격납건물 종합 해석 코드인 CONTAIN 코드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해석 모렐을 이혜하고 이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확보와 국내 

울진 3 ， 4호기에서 채택된 나포체적올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CONTAIN 코드에서 격납건물 직접가열 해석모렐융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USNRC) 주판이며 우리 연구소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CSARP 의 일환으로 해L에서 수행한 “격납건물 직접가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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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in Ice Condenser Plants “프로혜트에 직접 참여하여 활용능력율 

제고하였다. 

나포체척의 혜석적 방법율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롤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격납건물 직접가열해석 모웰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와 기존 모옐율 이용한 

나포체척의 활용에 초점율 두었다. 그러나 기존 모옐율 이용한 나포체척해석이 

모웰에 대한 코드 사용자 변수가 크고， 나포체척이 없는 캐비티 모형에서 개발되어 

여러가지 한계성이 있었다. 따라서 고온상사물 해석 방법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부터 상판식율 유도하였고， 실험결과률 이용하여 나포체척 해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나포체척 해석방법은 실제 발전소의 용융물 방출분율 평가률 

위한 기초 자료률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와 판련하여 그동안 2편의 기술보고서 [66.113] 와 3편 학술발표회에서 논문 

발표[114.115.116]가 있었다. 

노심용용톨과콘크리트반용연구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시 MCCI 해석 능력 확보 및 노심용융물의 피막충 거통 해석 

그리고 비용축성 가스 주입에 따륜 노심용융물의 냉각 및 거통 해석을 위해 다옴과 같은 

내용들율연구하였다 . 

• MCCI 해석 능력 확보 

- SWlSS 및 SURC 실 험 과의 비 교 분석 빛 Benchmarking 

-CORCON 전산코드률통한 MCCI 해석에 대한근거 마련 

-열전달모웰의 검토및 계산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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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열천달현상 분석 

• 실제훤전용용계산수행 

-노섬용융물의 원자로공동내 냉각가능성 명가 

-훤자로공동의 파손에 영향율주는여러 인자들에 대한민감도분석 

• 노심용융물 피막충 해석 전산프로그햄 개발 

-SIMPLER 알고리즘 및 유한 차분법율 이용한 전산프로그램 완성 

- Enthalpy meth여톨 이용한 용융물의 피막충 거동 해석 

-용융물단일유풍혜석 

-용융물과 냉각수의 유동율동시에 해석 

- KAERIoJI서 수행한 용융물 냉각실험과 비교 검중 

• 비용혹성 가스주업에 따롤 노심용융물의 냉각 및 거동의 2차원 해석모밸 개발 

- SIMPLER 알고리듬 및 유한 차훈법율 이용한 전산프로그햄 완성 

-1싸Fluid 모앨율 이용한 용용물과 가스의 거동 해석 

-KfK에서 수행한 기체주입 실험과 벼교 검중 

-RASPLAV에서 채시한 노심용융물율 대상으로 계산 수행 

이와 같은 연구수행율 홈혜 본 연구의 연구목표인 MCCI 해석 능력 확보 및 MCCI시 

-275-



노심용융물 거동해석을 위한 전산 모옐을 완성하였다. MELCOR 코드훌 이용한 MCCI 

해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노심용융물에 대한 거동 해석은 기존의 중대사고 

코드들이 노심용융물의 거동을 l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2차원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율 한국원자력학회 및 ANS 

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6편의 학술 발표회의에서 논문 

발표가있었다. 

원자로 하부구조 파손기구 분석모밀 개밭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하부구조 및 하부구조의 파손기구률 규명할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코드률 개발하였으며 원자로 하부구조의 파손기구에 대한 종합분석율 수뺑하였 

다. 본 연구는 고온 용융물에 의한 구조물의 온도변화 및 그에 따른 하중지지도의 

변화롤 해석할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충대사고해석쿄드체제정비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체제정립과 핵분열생성물 방출 빛 이송 해석분야에 있어서는 

MELCOR 코드률 입수.셜치 (version 1.8.2와 1 ，8 ，3)하고， PHE8US 89+와 PHE8US FPTO 

실험해석을통한코드검중을수행하였으며，고리 l호기의 TML8’와울진 3&4호기 TLOFW 

사고해석을 통한 코드의 한계성을 파악하고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MELCOR 코드 

입력작성 지첨서을 작성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CADARACHE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P뾰BUSFP 프로그램에 현지 참여하여 실험수행과 해석을 수행하고， ICARE와 ESCARDE 

코드롤도입하였다. 

PHEBUS FP 프로그램에 관련된 핵분열생성물 방출.이송 해석에서는 PHE8US FPTO 실험 

예비빼석 및 실험후 해석 그리고 PHE8US FPTI 실험 예비해석을 수행하였고， PHE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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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l 실험얘 대해서는 실험후 해석올 수행중에 있다. 실험해석의 결과는 온도， 압력 

그리고 FP 부착율 둥을 측정치와 비교함으로서 모멜 명가 및 문제점 규명， 해석방법 및 

계산결과의 타당성， 쿄드 구조의 합리성， 실험모의 능력과 실험 해석방법의 타당성 둥을 

파악할수있었다. 

PHEBUS 실험자료률 이용한 MELCOR 코드의 검중， 고리와 울진의 가상사고 해석을 

통한 중대사고 해석범위의 확장 그리고 PHEBUS FP 실험과 해석의 현지 참여 퉁은 

외국에서 도입되는 코드의 검중과 국내에서 개발되는 쿄드의 모멜선정 및 기폰 발전소와 

계획 중인 발전소에 대한 중대사고 해석과 사고 완화 조치의 타당성 조사에 이용될 수 

있다. 

CONTAlN 코드는 그동안 국내 발전소 사고해석을 위해 활용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KOPEC에서 울진 3，4호기 인허가와 관련하여 당 기관에서 배포한 CONTAlN 코드와 이의 

기폰 입력을 활용한 바 있어 산업계 퉁 관련 기관이 사용하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CONTAlN 1.2률 이용하여 울진 3.4호기 격납건물 칙접가열현상 해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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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 결과는 향후 2 단계에서 수행될 중대사고 실중 실험 및 명가 기술 

개발시 실험 예비해석및 결과해석에 활용할 예정이며， 부분척으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다륜 측면으로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셔 수행될 

중대사고 안전 규채기준 기술개발에 대한 기초자료툴 제공함으로써 규제기준율 

뒷받칭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해석 전산교드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성율 입중하기 위해 활용 중이다. 아래에 각 분야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율 기숱하였다. 

수소쩨어 

본 연구롤 수행하면서 작성된 울진 3 ， 4호기에 대한 CONTAIN 코드의 기본입력율 

기초로 사업자인 KOPEC에서 언허가률 위해 활용 중이며， 향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국부 수소 농도 분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수소연소 분석 

모웰과 판련하여 개발된 전산 쿄드는 격납건물내 수소분포 및 연소하중 계산율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격실내에서의 수소농도 분포 가시화 결과는 격납건물내 챔화기 

셜치시 공학척 판단율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또한 제안된 소염망 셜치 

제안온 향후 계속 연구되어야 할 충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노심용률률과 냉각제 반용 

본 연구훌 홈해 개발된 쿄드률 이용 현재 진행중인 실재 용융물율 사용한 

중기폭발 실중실험에서 펼요한 예비계산 및 이 계산율 근거로 한 압력용기의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며 실중실험의 결과가 가시화 되고 이률 이용한 모멜개발 및 검중계산 

후에는 차째대 원전개발의 중기폭발현상판련 분야에 이용할 수 있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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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원자로압력용기 주변 구조물 셜계에 있어 중기폭발 현상으로부터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기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격납건를 찍접가얼 

CONTAIN 코드 활용 경험은 국내 발전소의 격납건물 직접가열현상의 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나포체적 해석 모옐은 나포체적을 가진 발전소인 울진 

3.4호기에서 용융물 방출 평가률 위한 기초자료 산출에 활용 중에 었다. 

노싱용융를과콘크리트반용연구 

MCCI 현상에 대한 연구는 고온의 노심용융물이 지닌 열을 주위의 콘크리트나 냉각수 

둥으로 전달하는 과정과 관련된 현상진행의 정확한 예측에 그 목적이 었다. MCCI 의 

현상학적인 과정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매우 복잡한데 일차적으로는 

노심용융물 내부의 열전달， 콘크리트로의 열전달， 그라고 냉각수로의 열천달 과정이 

이루어지고 부가적으로 콘크리트 분해물인 slug의 거동， 분해가스인 수중기와 

일산화탄소의 노심용융물 열전달 보강， 그리고 금속용융물의 산화반웅 둥이 얼어난다. 

또한 노심용융물의 냉각에 따른 각질충의 형성과정과 노심용융물에 포함된 

핵분열생성물의 에어로졸 거동 풍의 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쩨부적인 모멜을 검토하여 이해력과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측 결과가 전체 MCCI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춧점을 두고 SWISS 및 SURC 실험에 대한 MELCOR 1.8.2를 이용한 

명가작업을 수행하였다. 향후 건젤될 원전에서의 명가작업 및 2단계에서 수행되는 

실험결과해석에 이러한 결과들을활용하여 수행할예정으로 있다. 

원짜로 하부구조 파손기구분석모댐 개밭 

개발된 전산코드는 원자로의 안전썰계기술， 원자로 안정생 평가기술 확립에 적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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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gap에 대한 해석결과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비책 확보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톨 활용할 수 었다. 또한， 전산코드는 항후 수행될 SONATA 실험 둥을 위한 

원전 사고현상 모의 실험의 예비계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풍대사고해석국드혜채정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도입된 전산코드의 셜치.활용은 현재 국내 발전소 사고해석， 

차세대 발전소에서 중대사고 쟁점해결에 활요예정이며， 최신 실험자료는 그동안 개발된 

모멜과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전산코드의 검중과 국내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데활용할예정이다. 

최근에 MELCOR ] .8.4의 새로운 개정판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바와 같이 중대사고 

해석코드가 새로운 자료롤 포함시켜 계속 개션되고 있으며， PHEBUS FP 프로그램은 

계획보다 느리지만 실험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내의 기술발전을 위해 최신 

자료률포함시킨코드의 확보와최선실험정보의 획득을계속추구할필요가있다. 

CONTAIN 최신판인 1.2는 국내의 여러 기판에서 활용을 위해 배포하였으며， 톡히 

차세대 원전에서 중대사고연구와 판련하여 사용 중에 있어 그 동안의 활용 경험이 많은 

도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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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 and visualization for the concentration in the cell were performed. The 
∞mputer ∞de to predict combustion flame characteristic was also developed. The 
analytical model for the expansion phase of vapor explosion was devel이용d and verified 
with the experimental res비ts. The corium release fraction model from the cavity with the 
capture volume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power plants. Pre-test calculation was 
per뼈med for molten corium concrete interaction study and the crust formation pro엉ss，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crust, and the sensitivity study using MELCOR code was 
carried out. A stress analysis code using finite elernent method for the reactor vessel lower 
head failure analysis was developed and the ef얻ct by gap formation between molten ∞끼um 
and vessel was analyzed. Through the intemational program of PHEBUS-FP and 
participation in the software development, the study on fission prl여ucts release and 
transportation and aerosol deposition were performed. The system for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s, CONTAIN and MELCOR codes etc. , under the cooperation with USNRC 
were also established by installing in workstation and applying to expe꺼mental results and 
real plants. 

Su미ect Severe Accident Analysis C여e， Hydrogen Combustion, Oirect Containment 
Key뼈rds Heating, MELCOR, PHEBUS, CSARP, Severe Accid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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