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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핵연료 개발에 요구되는 연소 및 핵연료 조사시험의 필요성 증대에 힘입어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 설비는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의 상용로와 같은 

고온 고압의 시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설계기준사고에서 노내시험부의 열출력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냉각 성능을 갖고 있

다.

이 보고서는 3-Pin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의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를 

다루고 있다. MARS 코드를 이용하여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 사고 발생시 핵연

료시험설비의 비상냉각성능과 시험 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를 예측하 다. 

제1기기실 내 주냉각수펌프 후단 배관과 주냉각기 전단 배관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 다. 배관 파단은 양단파단을 가정하 고, 배출계수 0.1, 0.33, 0.67, 1.0에 

대하여 계산하 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에 대형냉각수상실사고가 나

는 경우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734.7℃이고 고온관에서 파단이 발생하

는 경우이었다. 반면에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에 대형냉각수상실사고가 나는 

경우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850.4℃이고 저온관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이었다. 두 경우 모두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1204℃보다 작아야 한다는 가압

경수로 핵연료 설계 요건을 만족한다.



- iii -

SUMMARY

Fuel Test Loop(FTL) has been developed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on fuel 

irradiation and burn up test required the development of new fuels in Korea. It is 

designed to provide the test conditions of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like the 

commercial PWR and CANDU power plants. And also the FTL have the cooling 

capability to sufficiently remove the thermal power of the in-pile test section for 

normal operation,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AOOs), and design basis 

accidents(DBAs).

This report deals with the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s (LBLOCAs) in 

the Room 1 for the 3-pin fuel test loop. The MARS code has been used for the 

prediction of the emergency core cooling capability of the FTL and the peak 

cladding temperature of the test fuels for the LBLOCAs. The location of the pipe 

break is assumed at the downstream of the main cooling water pump and the 

upstream of the main cooler in the room 1. 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is 

assumed for the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s. The discharge coefficients of 

0.1, 0.33, 0.67, 1.0 are investigated for the LBLOCAs. The maximum peak cladding 

temperature (PCT) is predicted to be about 734.7℃ for the PWR fuel test mode 

and 850.4℃ for the CANDU fuel test mode respectively. The maximum peak 

cladding temperatures meet the design criterion of commercial PWR fuel that the 

maximum PCT is lower than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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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상용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 조건에서 핵연료의 연소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노내조사

시험 설비를 개발하고 있다. 노내조사시험설비의 시험부는 하나로 IR1 조사공에 설치될 

예정이다. 본 노내조사시험설비는 하나로의 원자로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상용 발전로와 동일한 고온 고압에서 운전되므로 설치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

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3-Pin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의 설계기준 사고해석을 MARS 코드로 수행하 다. 

본 보고서는 설계기준사고의 하나인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 해석을 다루고 있

다. 제1기기실에서의 대형냉각수상실사고의 모델링 방법과 배관 파단 위치 및 배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에 따른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의 민감도 계산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제 2 장  계통 설명

2.1 유체계통 요약

3-Pin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는 노내시험부(In-Pile Test Section: IPS)와 노외공정

계통(Out-of-Pile System: OPS)으로 구성된다. 노내시험부는 시험핵연료와 시험 자료를 

취득하기위한 계측 센서가 설치된 이중압력관과 수조 내 배관 및 배관 지지대를 말한다. 

노외공정계통은 핵연료의 시험 조건(온도 및 압력, 냉각수의 화학 조건)을 상용 가압경수

로 및 중수로와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비상 및 사고 조건에서 3-Pin 핵연료노내조사시험

설비의 IPS를 격리하여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모든 계통을 일컫는다.

노외공정계통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냉각수계통 (Main Cooling Water System: MCW)

- 비상냉각수계통 (Emergency Cooling Water System: ECW)

- 관통부냉각수계통 (Penetration Cooling Water System: PCW)

- 취출 및 보충, 정화계통 (Letdwon, Makeup and Purification System: LMP)

- 폐기물 저장 및 이송계통 (Waste Storage and Transfer System: WST)

- 시료채취계통 (Test Loop Sampling System: TLS)

- 중간냉각계통 (Intermidiate Cooling Water System: ICL)

- 수소제어계통 (Hydrogen Control System: HCS)

- 기타 보조계통

그림 2.1은 3-Pin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노외공정계통 배치도와 주요 기기의 명

칭이다.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AOO)나 설계기준사고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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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수력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계통은 주냉각수계통 및 비상냉각수계통이다. 그림 

2.2는 노내시험부를 포함한 주냉각수계통 및 비상냉각수계통의 개략도이고, 그림 2.3은 배

관 및 기기의 안전등급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노내시험부 및 주냉각수계통의 설계 조건

은 표 2.1과 같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참고문헌1에 기술되어 있다.

2.2 제어계통

2.2.1 비안전관련 제어계통

공정제어는 핵연료시험설비의 충수로부터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시험조건을 달성하기

까지의 모든 단위기기 및 계통의 제어기능, 조사시험기간 중 정상운전 조건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조사 완료 후 운전정지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수동 및 자동기능을 포함한

다. 정상운전 시 공정계통의 변수들이 운전 허용 값을 넘지 않도록 조절 및 유지하도록 

하여 과도상태에서 사고 상태로 천이되지 않도록 한다.

2.2.1.1 유량 제어

우회배관에 설치된 유량제어밸브와 주냉각수계통 배관에 설치된 유량제어밸브를 사용

하여 노내시험부에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한다. 시험핵연료에 따라 설정치가 다르며 PID 

제어회로를 이용하여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작동으로 주냉

각수 격리신호가 발생하면 제어밸브를 닫도록 하 다.

2.2.1.2 온도 제어

주냉각수계통의 주가열기를 사용하여 정상운전 온도까지 가열하며, 정상상태시 노내

시험부 입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PID 제어회로가 이용된다. 가열기 입구온도

를 측정하여 설정치와 비교한 후 이 신호를 이용하여 중간냉각계통의 유량제어밸브를 조

절하여 주냉각수계통의 냉각기(210-M-X001)로부터 열교환율을 조절하여 노내시험부의 

입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2.1.3 압력 제어

주냉각수계통의 압력은 가압기에서 제어된다. 초기에는 가압기내 가열기를 사용하여 

정상운전 압력까지 가압하며, 정상상태에서는 가압기 압력 측정값과 설정치를 비교한 후 

이 신호를 PID 제어기에 입력하여 가압기내 가열기 작동 혹은 살수 제어밸브를 조절하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2.2.1.4 가압기 수위 제어

주냉각수계통의 재고량은 가압기의 수위를 제어하여 조절한다. 가압기의 수위는 취출 

및 정화, 보충계통으로의 취출 유량과 취출 및 정화, 보충계통으로 부터의 정화복귀 유량

의 조절에 의해 제어된다. 취출 유량의 증가는 가압기 수위를 낮추고, 정화복귀 유량의 

증가는 가압기의 수위를 높인다. 취출 유량은 정화유량제어밸브에 의하여 조절되고,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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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유량은 정화복귀재순환유량제어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가압기의 수위는 2개의 수

위지시계에 의하여 측정된다. 수위지시계는 수위의 올바른 측정을 위하여 온도 변화에 따

른 보정이 필요하다. 수위지시계의 차이가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경보가 발생한다.

2.2.2 안전관련 제어계통

핵연료시험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핵연료시험설비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중 원자

로 정지계통이 작동하여 하나로를 비상 정지시키고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출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시험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고 핵연료조사시험설비를 안전한 상태로 유

지하기 위하여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계통이 작동한다.

2.2.2.1 설계기준

하나로의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인 원자로 보호계통은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원자력 

발전소 표준규격인 IEEE-603을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

관련 계측제어계통 설계요건에는 하나로 보호계통에 적용하 던 모든 설계요건들을 적용

하 다.

2.2.2.2 원자로 정지계통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은 원자로 정지계통과 핵연료시험설비 안전

정지계통으로 구성된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원자로 정지변수 측정치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로를 즉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로 보호계통에 정지

신호를 전송한다. 원자로 정지계통은 하나로 보호계통의 설계개념과 마찬가지로 3 개의 

다중 채널로 구성되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3 국부동시성논리(Local Coincidence 

Logic)를 적용하 다. 다중성과 독립성 그리고 단일고장기준 등과 같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련 설계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 다

하나로는 핵연료시험설비의 냉각수 고유량, 저유량, 고온, 저압 및 고압 신호와 노내

시험부 이중 압력관의 단열갭 고압신호에 의해 긴급 정지된다. 주냉각수계통의 압력과 유

량은 노내시험부 입구배관에서 측정하고, 온도는 출구배관에서 측정한다. 노내시험부 압

력관 단열갭에서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1/4 인치 계기배관을 수조상부 트렌치를 통해 

1 차 정화계통 밸브실의 압력전송기에 연결하 다. 온도측정 센서와 유량, 압력 전송기들

은 3 중화 하 으며, 핵연료시험설비 보호반 내의 비교기 및 논리회로를 거쳐 하나로 보

호계통의 각 채널에 원자로 정지신호를 보내도록 설계하 다.

2.2.2.3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계통

핵연료시험설비의 원자로 정지변수 측정치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자로 정

지계통을 이용하여 하나로를 비상정지시킴으로써 시험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급격

히 줄인다. 이와 더불어 정상적 유로를 이용한 시험핵연료의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

으로 비상냉각수계통을 작동하여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다. 비상냉각을 위한 핵연료시험

설비 안전정지계통은 주냉각수계통 격리, 고압냉각수 주입, 자동배기, 장기냉각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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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기기들을 2 중화하여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 다.

노내시험부 격리 및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주입, 주냉각수의 감압배기는 핵연료

시험설비의 주냉각수 고유량 및 저-저유량, 고-고온도, 저-저압 트립 신호에 의하여 작동

한다.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계통은 2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 논리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최대한 높 고, 각 트레인의 트립, 우회, 각 솔레노이드밸브의 개폐 등

이 원자로제어실에 있는 안전제어반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가능하다. 핵연료시험설비 안

전정지를 위한 계측기는 원자로 정지계통 정지변수 채널의 센서, 전송기, 비교기 등을 공

동으로 활용한다. 즉 현장계측기들은 원자로 정지계통과 함께 사용하며 비교기에서 출력

되는 접점신호부터는 원자로 정지논리와 독립적으로 2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한다.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신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험핵연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기능이 작동한다.

1) 주냉각수계통 격리 : 주냉각수계통의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 경계에 설치된 격리

밸브를 닫아 고압주입탱크(A/B)에서 공급되는 비상냉각수가 기기실내에 설치된 기기 및 

배관으로 유출되지 않고 시험핵연료가 장착된 노내시험부로 흐르게 한다.

2) 고압 냉각수 주입 : 주냉각수계통의 격리와 더불어 고압주입탱크(A/B)에 저장된 

저온, 고압의 냉각수를 노내시험부에 주입하기 위해 고압주입밸브를 연다. 고압주입탱크

는 최소한 30 분간 냉각수를 시험핵연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고압주입탱크

의 수위가 낮아져 탱크 상부에 있는 고압의 질소가스가 주냉각수계통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 수위에서 고압주입밸브가 닫히도록 설계하 다.

3) 자동배기 : 배관파단과 같은 사고발생시 격리밸브가 닫히고 노내시험부와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면 냉각수가 증기로 변하게 된다. 배관이 증기로 가득차지 않도록 고압 냉

각수 주입밸브를 통한 냉각수 공급과 동시에 주냉각수계통의 고온관과 폐기물저장탱크 

사이의 배기관에 설치된 감압배기밸브를 열어 냉각수가 파단지점 혹은 폐기물저장탱크로 

흐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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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노내시험부 및 주냉각수계통의 설계 조건

변 수 가압경수로 모드 중수로 모드

노내시험부 설계 압력 17.5 MPa 17.5 MPa

노내시험부 설계 온도 350 ℃ 350 ℃

핵연료다발 열출력 ≤112.3 kWth ≤116.2 kWth

노내시험부 입구의 운전온도 300.3℃ 276.7℃

노내시험부 출구의 운전온도 312.0℃ 290.0℃

노내시험부 출구의 운전압력 15.6 MPa 10.1 MPa

주냉각수펌프의 운전유량 1.8 kg/s 1.8 kg/s

노내시험부 우회유량 0.2 kg/s 0.17 kg/s

노내시험부 운전 유량 1.6 kg/s 1.63 kg/s



6

그림 2.1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노외공정계통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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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개략도

그림 2.3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안전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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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1기기실의 대형냉각수상실사고 모델링

3.1 MARS Nodalization

3-Pin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나 설계기준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계통은 노내시험부 및 주냉각수계통과 비상냉

각수계통이다. 사고 발생시 핵연료시험설비의 열수력 과도현상 해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개발한 MARS(Multi-dimensional Analysis of Reactor Safety) 2.2 코드를 사용하

다. MARS 코드는 RELAP5 MOD.3을 기반으로 개발된 코드이다[참고문헌2,3,4].

그림 3.1은 핵연료시험설비의 과도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노드다이어그램이다. 노내시

험부, 주냉각수계통, 비상냉각수계통을 포함하고 있다. 주냉각수펌프에서 노내시험부 압력

관 입구노즐까지의 배관 및 기기는 100번대 노드번호를 부여하고, 시험핵연료 하류부터 

주냉각수펌프 전단 배관까지는 400번대 노드번호를 부여하 다. 노내시험부 압력관 강수

부와 시험핵연료 역은 200번대 및 300번 노드번호를 사용하 다. 비상냉각수공급계통 

및 주냉각수계통 고온관에서 폐기물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배기관은 800번대 노드번호를 

사용하 다.

각 기기 및 배관의 상세한 MARS 모델링 및 입력 자료 작성은 참고문헌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2 제1기기실의 배관 파단 위치 및 모델링

그림 2.3과 같이 노내시험부 압력용기는 안전등급 1로 설계하 고, 노내시험부 압력용

기와 파이프 갤러리 사이에는 안전등급 3의 배관으로 연결된다. 제1기기실의 배관은 노내

시험부 격리밸브를 기준으로 노내시험부 측 배관은 안전등급 1이며 가압기 및 주냉각수 

펌프, 주냉각기, 주가열기 등과 이 기기들의 연결 배관은 비안전등급으로 설계하 다. 즉 

격리밸브에 의해 노내시험부로부터 격리된 부분은 비안전등급이다. 본 설계에서 제1기기

실 내의 대형냉각수상실사고는 비안전등급의 배관 파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

다. 저온관에서의 배관 파단 위치는 주냉각수펌프 후단 배관으로 가정하고 고온관에서의 

배관파단은 주냉각기 전단의 배관으로 가정하 다.

대형냉각수상실사고의 배관 파단은 그림 3.2와 같이 양단 파단으로 가정하 다. 파단

은 양쪽 파단면에 밸브를 설치하여 밸브가 가정된 파단 시간 내에 열리는 것으로 모사하

다. 파단을 모사하는 밸브의 개방 시간은 0.01초를 적용하 다. 대형냉각수상실사고의 

배출계수는 0.1, 0.33, 0.67, 1.0을 적용하 다. 주냉각수계통은 고압이므로 파단 부위에서 

임계유동이 발생한다. 임계유동은 Henry-Fauske 모델을 적용하 다[참고문헌5]. 이 모델

식의 계수로는 MARS 코드가 제공하는 기본 값을 사용하 다[참고문헌6].

3.3 제1기기실 모델링

그림 3.3부터 그림 3.6은 제1기기실의 단면도이다. 제1기기실에는 그림 2.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냉각수계통 및 비상냉각수계통의 주요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주냉각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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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가압기 및 주냉각기, 주가열기, 격리밸브 등이 제1기기실에 설치되어 있고, 비상냉각

수계통의 고압주입탱크와 폐기물저장탱크 등이 제1기기실에 설치되어 있다. 제1기기실의 

체적은 148.07㎥이고, 제1기기실에 설치된 각종 기자재의 체적은 24.84㎥이다[참고문헌7]. 

기자재의 체적에는 배관 및 기기의 단열재, 전력 케이블 등을 포함한 값이다. 제1기기실

에는 배관 파단에 의하여 분출된 증기를 응축시키고 냉각시키는 별도의 설비가 없다. 따

라서 본 계산에서 제1기기실은 123.23㎥의 체적을 갖는 하나의 Volume으로 모델링 하

다. 초기 압력은 대기압을 적용하 고, 초기 온도는 제1기기실의 정상운전 시 환경 조건 

중 최대 온도인 40℃인 점을 고려하여 50℃를 적용하 다. 벽면에서의 응축 열전달은 무

시하 다.

3.4 하나로의 긴급정지 설정치

하나로는 핵연료시험설비의 냉각수 고유량, 저유량, 고온, 저압 및 고압 신호와 노내

시험부 이중 압력관의 단열갭 고압신호에 의해 긴급 정지된다. 주냉각수계통의 압력과 유

량은 노내시험부 입구배관에서 측정하고, 온도는 출구배관에서 측정한다. 본 해석에서 사

용한 설정치는 표 3.1과 같다.

3.5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 설정치

정상적인 유로를 이용한 시험핵연료의 냉각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으로 비상냉각수계

통을 작동하여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다. 비상냉각을 위한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계

통은 주냉각수계통 격리, 고압냉각수 주입, 자동배기 기능을 수행한다.

노내시험부 격리 및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주입, 주냉각수의 감압배기는 핵연료

시험설비의 주냉각수 고유량 및 저-저유량, 고-고온도, 저-저압 트립 신호에 의하여 작동

한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설정치는 표 3.2와 같다.

하나로 긴급정지 및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 기능은 신호 측정 및 전송, 비교 등

의 단계를 거치며 일정한 지연 시간 후에 작동한다. 본 해석에서 가정한 지연 시간은 표 

3.3 및 표 3.4와 같다. 하나로 긴급정지는 압력 및 유량에 의한 트립인 경우 0.615초의 지

연 시간을 적용하 고, 온도에 의한 트립인 경우 20.365초를 적용하 다. 반면에 핵연료시

험설비의 안전정지는 압력 및 유량에 의한 트립인 경우 0.41초의 지연 시간을 적용하

고, 온도에 의한 트립인 경우 20.16초를 적용하 다.

3.6 사고해석 초기 조건

3.6.1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표 3.5는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 시험을 하는 경우 주요 정격운전 조건 및 

사고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이다. 사고해석의 보수성을 위하여 정격운전 조건에 대한 정상

상태를 계산하지 않고 사고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에 대하여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약 500초를 계산한 결과 유량 및 온도, 압력이 정상상태에 도달하 다. 유량은 주유량

조절밸브 및 우회유량조절밸브를 조절하여 설정한 유량에 도달하 고, 압력과 온도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설정된 조건에 일치시켰다. 압력은 4장의 모델링에서 기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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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임의의 time-dependent volume의 압력을 적절한 값으로 입력하여 사고해석 초기 

조건과 일치하는 계통 압력을 얻었다. 온도는 주냉각기의 열유속 경계 조건을 몇 번의 시

행착오를 통하여 적절한 값을 입력하여 사고해석 초기 조건과 일치하는 계통 온도를 얻

었다.

3.6.2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표 3.6은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 시험을 하는 경우 주요 정격운전 조건 및 사고

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이다. 사고해석의 보수성을 위하여 정격운전 조건에 대한 정상상태

를 계산하지 않고 사고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에 대하여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인 경우와 같이 약 500초를 계산한 결과 유량 및 온도, 

압력이 정상상태에 도달하 다. 사고해석 초기 조건 계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결과는 

참고문헌1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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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핵연료시험설비 안전정지 신호 및 사고해석에 적용한 설정치

방호 조치 PWR 모드 CANDU 모드

 주냉각수 격리, 고압주입, 감압배기

 주냉각수 저-저 유량

 주냉각수 고유량

 주냉각수 고-고 온도

 주냉각수 저-저 압력

  0.96 kg/s

  1.84 kg/s

  339.5℃

  13.4447 MPa

  0.978 kg/s

  1.8745 kg/s

  309.7℃

  8.4133 MPa

표 3.1 하나로 긴급정지 신호 및 사고해석에 적용한 설정치

방호 조치 PWR 모드 CANDU 모드

 주냉각수 저유량

 주냉각수 고유량

 주냉각수 고온

 주냉각수 저압

 주냉각수 고압

 IPS 압력관 단열갭 고압

  1.28 kg/s

  1.84 kg/s

  331.5℃

  14.1342 MPa

  17.237 MPa

  9.0 MPa

  1.304 kg/s

  1.8745 kg/s

  307.2℃

  8.9082 MPa

  11.776 Mpa

  9.0 MPa



12

표 3.3 핵연료시험설비에 의한 하나로 긴급정지 지연시간

구 분
지연 시간

유량 및 압력계 온도계

핵연료시험설비

 - 계측기 반응 시간

 - 비교기

 - Relay drop out 시간 : 0.01초 x 3개

0.25

0.07

0.03

20.0

0.07

0.03

하나로

 - Relay drop out 시간

 - 하나로 솔레노이드 밸브 반응 시간

 - 하나로 정지봉 초기 구동 지연시간

0.03

0.075

0.11

0.03

0.075

0.11

사고해석 불확실성 0.05 0.05

전체 지연 시간 0.615 20.365

표 3.4 노내시험부 격리 및 비상냉각수계통 기동 지연시간

구 분
지연 시간

유량 및 압력계 온도계

핵연료시험설비

 - 계측기 반응 시간

 - 비교기

 - Relay drop out 시간 : 0.01초 x 4개

0.25

0.07

0.04

20.0

0.07

0.04

사고해석 불확실성 0.05 0.05

전체 지연 시간 0.4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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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의 정상상태 입력 자료

변수명 정격운전 사고해석 입력 정격운전 대비, %

노내시험부 출력, kW 81.10 85.16 105

핵분열 출력, kW 63.0 66.15 105

평균 선출력, kW/m 30.0 31.5 105

첨두 선출력, kW/m 41.6 43.68 105

노내시험부 유량, kg/s 1.6 1.52 95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300.3 306.3 102

노내시험부 압력1), MPa 15.6 15.288 98

고압주입탱크 압력
1)
, MPa 16.625 15.794 95

고압주입탱크 수위, mm 2679 (NWL) 26142) 97.6

폐기물저장탱크 압력
1)
, MPa 0.101325 0.1579 155.8

폐기물저장탱크 수위, mm 315 (NWL) 2962) 93.9

격리밸브 행정 시간, sec. 2.5 2.5 100

고압주입밸브/감압배기밸브 

행정 시간, sec.
0.2 0.2 100

1) 절대압

2) 저수위 입력 값



14

표 3.6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의 정상상태 입력 자료

변수명 정격운전 사고해석 입력 정격운전 대비, %

노내시험부 출력, kW 86.74 91.08 105

핵분열 출력, kW 69.0 72.45 105

평균 선출력, kW/m 46.0 31.5 105

첨두 선출력, kW/m 57.2 43.68 105

노내시험부 유량, kg/s 1.63 1.5485 95

노내시험부 입구온도, ℃ 276.7 282.2 102

노내시험부 압력3), MPa 10.1 9.898 98

고압주입탱크 압력3), MPa 11.11 10.55 95

고압주입탱크 수위, mm 2679 (NWL) 26144) 97.6

폐기물저장탱크 압력3), MPa 0.101325 0.1579 155.8

폐기물저장탱크 수위, mm 315 (NWL) 296
4)

93.9

격리밸브 행정 시간, sec. 2.5 2.5 100

고압주입밸브/감압배기밸브 행

정 시간, sec.
0.2 0.2 100

3) 절대압

4) 저수위 입력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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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ARS 노드다이어그램

그림 3.2 제1기기실의 배관 파단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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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1기기실 평면도(EL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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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1기기실 평면도(EL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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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1기기실 단면도 (S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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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제1기기실 단면도 (SECTIO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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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1기기실의 대형냉각수상실사고 해석 결과

4.1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4.1.1 저온관 양단파단사고

그림 4.1.1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제1기기실 내 저온관에서 양단파단

사고 발생시 방출계수에 따른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방출계수가 0.1, 

0.33, 0.67, 1.0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방출계수

가 0.1인 경우 최대 값(약 930.5K, 657.3℃)을 나타내었다.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최

대 값을 보인 방출계수 0.1인 저온관 양단파단사고 발생시 비상냉각수에 의한 노내시험부

의 냉각 및 열수력 거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1.1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파단 사고 후 하나로 긴급정지 신호 

및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 신호 발생과 그에 따라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 밸브들

의 시간별 작동을 보여준다. 그림 4.1.2와 그림 4.1.3은 노내시험부 용기 및 가압기, 고압

주입탱크, 폐기물저장탱크의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이고, 그림 4.1.4와 그림 4.1.5는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그림 4.1.6은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유량이다. 그림 4.1.7

과 그림 4.1.8은 핵연료가 장전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에서의 기공률과 제1기기실의 고온

관 및 저온관에서의 기공률이다. 그림 4.1.9는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배출 배관 및 

안전밸브, 감압배기 배관에서의 유량이다.

하나로 제1기기실 내 저온관 파단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속히 감압되고, 

제1기기실의 저온관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저유량 신호가 제일 먼저 발생한다. 저유량 신

호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하고,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유량계의 위치가 파단부의 하류에 있

기 때문에 저유량 및 저-저유량 신호가 발생한다. 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4초 후에 

노내시험부 저압력 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저-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5초 후에 저-저

압 신호가 연이어 발생한다. 하나로 정지봉은 사고 발생 후 0.64초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1.64초에 완전히 삽입된다. 노내시험부 격리밸브는 사고 후 0.44초에 닫히기 시작하여 2.5

초 후인 약 2.94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44초에 

열리기 시작하여 0.64초에 완전히 열린다.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사고 후 

약 4.1초에 발생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은 사고 후 약 4,863초에 발생한다.

그림 4.1.2와 그림 4.1.3을 보면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하여 초

기에 급격히 감소한다. 주냉각수계통이 격리되고, 고압주입탱크의 고압주입밸브가 개방되

면서 노내시험부 압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 다가 폐기물저장탱크로의 배출이 일어나면

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약 4,863초 후에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

압주입밸브와 감압배기밸브가 닫히면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노내

시험부의 압력은 다시 서서히 증가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 밸브가 차단 된 후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부분에서 냉각수 온도가 증가하고 냉각수가 팽창함에 따라 압력도 증가한다. 노내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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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 및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와 하나로 수조 수의 온도 차이에 의한 

냉각율이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과 같아질 때까지 상승한다.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

률과 노내시험부의 이중 압력관을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이 같아지면 더 이상 

노내시험부의 압력 및 온도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약 5.5MPa로 예측되었다. 이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압력인 17.5MPa보다 충분히 낮은 압력이다.

고압주입탱크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열린 후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서서히 감

소한다. 그리고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압주입밸브가 닫히면 일정한 값

을 유지한다. 가압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한 주냉각수 유출로 급격히 감소한다. 고압

주입탱크에 의한 비상냉각수 주입이 일어나도 격리밸브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가압기 압

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폐기물저장탱크는 주냉각수 및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유

입으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한 후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감압배기밸브가 닫히

면 거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그림 4.1.4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사고 발

생 후 약 4.1초 후에 최대 값이 나타나며 그 온도는 약 930.5K(657.3℃)이다. 그림 4.1.4와 

그림 4.1.5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 다가 

비상냉각수의 공급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초기 냉각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

는 비상냉각수의 온도와 비슷한 정도로 냉각된 후 일정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고압주입밸브가 차단되어 더 이상 비상냉각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상

승한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약 544K(270.8℃)로 예측된다. 이

것은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가 다시 증가하고, 노내시험

부의 냉각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내시험부의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냉각율과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이 같아지면 온

도 및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시험핵연료가 장전된 

부분의 냉각수 온도는 약 269℃이다. 이것은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온도인 

350℃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다.

그림 4.1.6은 사고 후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냉각수 유

량이다. 주냉각수펌프에서의 유량은 배관 파단 후 급격히 증가하 다가 격리밸브가 차단

되고 펌프가 트립되면 유량이 이 된다.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는 사고 초

기에 파단면을 통한 주냉각수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급격한 역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파단 위치가 저온관이기 때문이다.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가 열리고 노내

시험부가 격리되어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역류 유량이 감소하다가 순방향의 일정한 

유량이 유지된다.

그림 4.1.7과 그림 4.1.8은 시험핵연료 장전 위치에서의 기공률이다. 배관 파단에 의하

여 초기에 급격한 압력 감소로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비등이 발생하고 기공률이 급격히 

증가한 후 비상냉각수 주입으로 기공률이 감소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의 차단 후 과냉 상태의 노내시험부는 잔열에 의하여 서서

히 온도가 증가한다. 사고 후 약 6,000초 이후에 국부적으로 비등이 발생하여 약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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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공률이 유지된다.

그림 4.1.9는 고압주입탱크의 방출 배관 및 감압배기 배관, 안전밸브에서의 유량이다.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에서 안전밸브는 개방되지 않는다. 고압주입탱크 A, B

의 냉각수는 거의 유사한 유량으로 주입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된 후 고압주입탱크 A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감압배기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고압주입탱크 B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냉각에 사용되

지 않고 직접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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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 전개 및 계통운전(PWR)

계  통  운  전
사고 후 경과시간(초)

방출계수(D.C.) = 0.1

 제1기기실 LBLOCA 개시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02

 하나로 정지(저압) 0.06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4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유량) 0.44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4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4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4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4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4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4

 노내시험부 첨두 압력 도달 0.0

 핵연료 피복재 첨두 온도 도달 4.1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63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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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제1기기실 내 저온관 양단파단사고시 방출계수에 따른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PWR)

그림 4.1.2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초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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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압력(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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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핵연료피복재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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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핵연료피복재의 

온도(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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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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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초기 기공률(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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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기공률(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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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안전주입 및 

안전밸브 방출, 감압배기 유량(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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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고온관 양단파단사고

그림 4.1.10은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제1기기실 내 고온관에서 양단파

단사고 발생시 방출계수에 따른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방출계수가 

0.1, 0.33, 0.67, 1.0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방출

계수가 0.67인 경우 최대 값(약 1007.9K, 734.7℃)을 나타내었다.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

가 최대 값을 보인 방출계수 0.67인 고온관 양단파단사고 발생시 비상냉각수에 의한 노내

시험부의 냉각 및 열수력 거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1.2는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파단 사고 후 하나로 긴급정지 신호 

및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 신호 발생과 그에 따라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 밸브들

의 시간별 작동을 보여준다. 그림 4.1.11과 그림 4.1.12는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및 가압기, 

고압주입탱크, 폐기물저장탱크의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이고, 그림 4.1.13과 그림 4.1.14는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그림 4.1.15는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유량이다. 그

림 4.1.16과 그림 4.1.17은 핵연료가 장전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에서의 기공률과 제1기기

실의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의 기공률이다. 그림 4.1.18은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배출 

배관 및 안전밸브, 감압배기 배관에서의 유량이다.

하나로 제1기기실 내 고온관 파단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속히 감압되고, 

제1기기실의 저온관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저유량 신호가 제일 먼저 발생한다. 저유량 신

호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하고,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유량계는 저온관에 설치되어 있고 배

관 파단은 고온관에서 발생하 지만, 유량계 상류의 저온관에서 고온관으로 연결된 노내

시험부 우회배관을 통한 냉각수 유출로 저유량 및 저-저유량 신호가 발생한다. 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7초 후에 노내시험부 저압력 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저-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6초 후에 저-저압 신호가 연이어 발생한다. 하나로 정지봉은 사고 발생 후 

0.66초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1.66초에 완전히 삽입된다. 노내시험부 격리밸브는 사고 후 

0.46초에 닫히기 시작하여 2.5초 후인 약 2.94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

배기밸브는 사고 후 0.46초에 열리기 시작하여 0.66초에 완전히 열린다. 첨두 핵연료피복

재 온도의 최대 값은 사고 후 약 5.0초에 발생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은 사고 

후 약 4,839초에 발생한다.

그림 4.1.11과 그림 4.1.12를 보면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하여 

초기에 급격히 감소한다. 주냉각수계통이 격리되고, 고압주입탱크의 고압주입밸브가 개방

되면서 노내시험부 압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 다가 폐기물저장탱크로의 배출이 일어나

면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약 4,839초 후에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압주입밸브와 감압배기밸브가 닫히면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노

내시험부의 압력은 다시 서서히 증가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 밸브가 차단 된 후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부분에서 냉각수 온도가 증가하고 냉각수가 팽창함에 따라 압력도 증가한다. 노내시험부

의 온도 및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와 하나로 수조 수의 온도 차이에 의한 

냉각율이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과 같아질 때까지 상승한다.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



30

률과 노내시험부의 이중 압력관을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이 같아지면 더 이상 

노내시험부의 압력 및 온도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약 5.5MPa로 예측되었다. 이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압력인 17.5MPa보다 충분히 낮은 압력이다.

고압주입탱크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열린 후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서서히 감

소한다. 그리고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압주입밸브가 닫히면 일정한 값

을 유지한다. 가압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한 주냉각수 유출로 급격히 감소한다. 고압

주입탱크에 의한 비상냉각수 주입이 일어나도 격리밸브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가압기 압

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폐기물저장탱크는 주냉각수 및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유

입으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한 후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감압배기밸브가 닫히

면 거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그림 4.1.13은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사고 

발생 후 약 5.0초 후에 최대 값이 나타나며 그 온도는 약 1007.9K(734.7℃)이다. 그림 

4.1.13과 그림 4.1.14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초기에 급격히 상승

하 다가 비상냉각수의 공급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초기 냉각에 의하여 핵연료피

복재 온도는 비상냉각수의 온도와 비슷한 정도로 냉각된 후 일정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고압주입밸브가 차단되어 더 이상 비상냉각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다시 상승한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약 544K(270.8℃)로 예

측된다. 이것은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가 다시 증가하고,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내시험부의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냉각율과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이 같아

지면 온도 및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시험핵연료가 

장전된 부분의 냉각수 온도는 약 269℃이다. 이것은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온도인 350℃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다.

그림 4.1.15는 사고 후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냉각수 

유량이다. 주냉각수펌프에서의 유량은 배관 파단 후 급격히 증가하 다가 격리밸브가 차

단되고 펌프가 트립되면 유량이 이 된다.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는 사고 

초기에 파단면을 통한 주냉각수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은 저온관과 고온관

이 노내시험부 우회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가 

열리고 노내시험부가 격리되어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일정 유량이 유지된다.

그림 4.1.16과 그림 4.1.17은 시험핵연료 장전 위치에서의 기공률이다. 배관 파단에 의

하여 초기에 급격한 압력 감소로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비등이 발생하고 기공률이 급격

히 증가한 후 비상냉각수 주입으로 기공률이 감소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

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의 차단 후 과냉 상태의 노내시험부는 잔열에 의하여 

서서히 온도가 증가한다. 사고 후 약 6,000초 이후에 국부적으로 비등이 발생하여 약 0.1 

이하의 기공률이 유지된다.

그림 4.1.18은 고압주입탱크의 방출 배관 및 감압배기 배관, 안전밸브에서의 유량이다.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에서 안전밸브는 개방되지 않는다. 고압주입탱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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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냉각수는 거의 유사한 유량으로 주입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된 후 고압주입탱크 A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감압배기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고압주입탱크 B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냉각에 사용되

지 않고 직접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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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 전개 및 계통운전(PWR)

계  통  운  전

사고 후 경과시간(초)

방출계수(D.C.) = 0.67

 제1기기실 LBLOCA 개시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04

 하나로 정지(저압) 0.11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6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유량) 0.46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6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6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6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6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6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6

 노내시험부 첨두 압력 도달 0.0

 핵연료 피복재 첨두 온도 도달 5.0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39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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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제1기기실 내 고온관 양단파단사고시 방출계수에 따른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PWR)

그림 4.1.11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초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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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압력(PWR)

그림 4.1.13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핵연료피복재의 

초기 온도(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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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핵연료피복재의 

온도(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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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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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6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초기 기공률(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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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기공률(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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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안전주입 및 

안전밸브 방출, 감압배기 유량(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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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4.2.1 저온관 양단파단사고

그림 4.2.1은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제1기기실 내 저온관에서 양단파단사고 

발생시 방출계수에 따른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방출계수가 0.1, 0.33, 

0.67, 1.0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방출계수가 0.1

인 경우 최대 값(약 1123.6K, 850.4℃)을 나타내었다.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최대 값

을 보인 방출계수 0.1인 저온관 양단파단사고 발생시 비상냉각수에 의한 노내시험부의 냉

각 및 열수력 거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1은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파단 사고 후 하나로 긴급정지 신호 및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 신호 발생과 그에 따라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 밸브들의 

시간별 작동을 보여준다. 그림 4.2.2와 그림 4.2.3은 노내시험부 용기 및 가압기, 고압주입

탱크, 폐기물저장탱크의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이고, 그림 4.2.4와 그림 4.2.5는 첨두 핵연

료피복재 온도이다. 그림 4.2.6은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유량이다. 그림 4.2.7과 

그림 4.2.8은 핵연료가 장전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에서의 기공률과 제1기기실의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의 기공률이다. 그림 4.2.9는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배출 배관 및 안전

밸브, 감압배기 배관에서의 유량이다.

하나로 제1기기실 내 저온관 파단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속히 감압되고, 

제1기기실의 저온관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저유량 신호가 제일 먼저 발생한다. 저유량 신

호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하고,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유량계의 위치가 파단부의 하류에 있

기 때문에 저유량 및 저-저유량 신호가 발생한다. 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2초 후에 

노내시험부 저압력 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저-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4초 후에 저-저

압 신호가 연이어 발생한다. 하나로 정지봉은 사고 발생 후 0.63초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1.63초에 완전히 삽입된다. 노내시험부 격리밸브는 사고 후 0.43초에 닫히기 시작하여 2.5

초 후인 약 2.93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는 사고 후 0.43초에 

열리기 시작하여 0.63초에 완전히 열린다.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사고 후 

약 5.6초에 발생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은 사고 후 약 6,215초에 발생한다.

그림 4.2.2와 그림 4.2.3을 보면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하여 초

기에 급격히 감소한다. 주냉각수계통이 격리되고, 고압주입탱크의 고압주입밸브가 개방되

면서 노내시험부 압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 다가 폐기물저장탱크로의 배출이 일어나면

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약 6,215초 후에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

압주입밸브와 감압배기밸브가 닫히면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노내

시험부의 압력은 다시 서서히 증가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 밸브가 차단 된 후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부분에서 냉각수 온도가 증가하고 냉각수가 팽창함에 따라 압력도 증가한다. 노내시험부

의 온도 및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와 하나로 수조 수의 온도 차이에 의한 

냉각율이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과 같아질 때까지 상승한다.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

률과 노내시험부의 이중 압력관을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이 같아지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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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시험부의 압력 및 온도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약 4MPa로 예측되었다. 이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압력인 17.5MPa보다 충분히 낮은 압력이다.

고압주입탱크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열린 후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서서히 감

소한다. 그리고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압주입밸브가 닫히면 일정한 값

을 유지한다. 가압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한 주냉각수 유출로 급격히 감소한다. 고압

주입탱크에 의한 비상냉각수 주입이 일어나도 격리밸브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가압기 압

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폐기물저장탱크는 주냉각수 및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유

입으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한 후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감압배기밸브가 닫히

면 거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그림 4.2.4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사고 발

생 후 약 5.6초 후에 최대 값이 나타나며 그 온도는 약 1123.6K(850.4℃)이다. 그림 4.2.4

와 그림 4.2.5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 다

가 비상냉각수의 공급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초기 냉각에 의하여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비상냉각수의 온도와 비슷한 정도로 냉각된 후 일정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한

다. 그러나 고압주입밸브가 차단되어 더 이상 비상냉각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상승한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약 525K(251.8℃)로 예측된다. 

이것은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가 다시 증가하고, 노내시

험부의 냉각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내시험부의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냉각율과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이 같아지면 온

도 및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시험핵연료가 장전된 

부분의 냉각수 온도는 약 250℃이다. 이것은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온도인 

350℃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다.

그림 4.2.6은 사고 후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냉각수 유

량이다. 주냉각수펌프에서의 유량은 배관 파단 후 급격히 증가하 다가 격리밸브가 차단

되고 펌프가 트립되면 유량이 이 된다.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는 사고 초

기에 파단면을 통한 주냉각수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급격한 역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파단 위치가 저온관이기 때문이다.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가 열리고 노내

시험부가 격리되어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역류 유량이 감소하다가 순방향의 일정한 

유량이 유지된다.

그림 4.2.7과 그림 4.2.8은 시험핵연료 장전 위치에서의 기공률이다. 배관 파단에 의하

여 초기에 급격한 압력 감소로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비등이 발생하고 기공률이 급격히 

증가한 후 비상냉각수 주입으로 기공률이 감소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의 차단 후 과냉 상태의 노내시험부는 잔열에 의하여 서서

히 온도가 증가한다. 사고 후 약 6,600초 이후에 국부적으로 비등이 발생하여 약 0.2 이하

의 기공률이 유지된다.

그림 4.2.9는 고압주입탱크의 방출 배관 및 감압배기 배관, 안전밸브에서의 유량이다.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에서 안전밸브는 개방되지 않는다. 고압주입탱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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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냉각수는 거의 유사한 유량으로 주입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된 후 고압주입탱크 A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감압배기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고압주입탱크 B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냉각에 사용되

지 않고 직접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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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 전개 및 계통운전(CANDU)

계  통  운  전

사고 후 경과시간(초)

방출계수(D.C.) = 0.1

 제1기기실 LBLOCA 개시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02

 하나로 정지(저압) 0.04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3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유량) 0.43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3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3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3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3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3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3

 노내시험부 첨두 압력 도달 0.0

 핵연료 피복재 첨두 온도 도달 5.6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6215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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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제1기기실 내 저온관 양단파단시고시 방출계수에 따른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CANDU)

그림 4.2.2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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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압력(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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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초기 핵연료피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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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핵연료피복재 

온도(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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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유량(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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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초기 

기공률(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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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기공률(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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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제1기기실 내 저온관 LBLOCA시 안전주입 및 

안전밸브 방출, 감압배기 유량(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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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고온관 양단파단사고

그림 4.2.10은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제1기기실 내 고온관에서 양단파단사

고 발생시 방출계수에 따른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방출계수가 0.1, 

0.33, 0.67, 1.0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방출계수

가 1.0인 경우 최대 값(약 1089.4K, 816.2℃)을 나타내었다.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최

대 값을 보인 방출계수 1.0인 고온관 양단파단사고 발생시 비상냉각수에 의한 노내시험부

의 냉각 및 열수력 거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2는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 파단 사고 후 하나로 긴급정지 신호 및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 신호 발생과 그에 따라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 밸브들의 

시간별 작동을 보여준다. 그림 4.1.11과 그림 4.1.12는 노내시험부 압력용기 및 가압기, 고

압주입탱크, 폐기물저장탱크의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이고, 그림 4.1.13과 그림 4.1.14는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그림 4.1.15는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유량이다. 그

림 4.1.16과 그림 4.1.17은 핵연료가 장전된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에서의 기공률과 제1기기

실의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의 기공률이다. 그림 4.1.18은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배출 

배관 및 안전밸브, 감압배기 배관에서의 유량이다.

하나로 제1기기실 내 고온관 파단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급속히 감압되고, 

제1기기실의 저온관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저유량 신호가 제일 먼저 발생한다. 저유량 신

호에 의하여 하나로가 정지하고, 저-저유량 신호에 의하여 노내시험부 격리밸브 폐쇄 및 

고압주입밸브 개방, 감압배기밸브 개방이 시작된다. 유량계는 저온관에 설치되어 있고 배

관 파단은 고온관에서 발생하 지만, 유량계 상류의 저온관에서 고온관으로 연결된 노내

시험부 우회배관을 통한 냉각수 유출로 저유량 및 저-저유량 신호가 발생한다. 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6초 후에 노내시험부 저압력 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저-저유량 신호 

발생 후 약 0.07초 후에 저-저압 신호가 연이어 발생한다. 하나로 정지봉은 사고 발생 후 

0.65초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1.65초에 완전히 삽입된다. 노내시험부 격리밸브는 사고 후 

0.45초에 닫히기 시작하여 2.5초 후인 약 2.95초에 완전히 닫히고,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

배기밸브는 사고 후 0.45초에 열리기 시작하여 0.65초에 완전히 열린다. 첨두 핵연료피복

재 온도의 최대 값은 사고 후 약 1.3초에 발생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은 사고 

후 약 6,121초에 발생한다.

그림 4.1.11과 그림 4.1.12를 보면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하여 

초기에 급격히 감소한다. 주냉각수계통이 격리되고, 고압주입탱크의 고압주입밸브가 개방

되면서 노내시험부 압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 다가 폐기물저장탱크로의 배출이 일어나

면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약 6,121초 후에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압주입밸브와 감압배기밸브가 닫히면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노

내시험부의 압력은 다시 서서히 증가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 밸브가 차단 된 후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부분에서 냉각수 온도가 증가하고 냉각수가 팽창함에 따라 압력도 증가한다. 노내시험부

의 온도 및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노내시험부와 하나로 수조 수의 온도 차이에 의한 

냉각율이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과 같아질 때까지 상승한다.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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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노내시험부의 이중 압력관을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이 같아지면 더 이상 

노내시험부의 압력 및 온도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내시험부의 압력은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약 4.1MPa로 예측되었다. 이 압력은 핵연료시험설비의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압력인 17.5MPa보다 충분히 낮은 압력이다.

고압주입탱크의 압력은 고압주입밸브가 열린 후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서서히 감

소한다. 그리고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하여 고압주입밸브가 닫히면 일정한 값

을 유지한다. 가압기의 압력은 배관 파단에 의한 주냉각수 유출로 급격히 감소한다. 고압

주입탱크에 의한 비상냉각수 주입이 일어나도 격리밸브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가압기 압

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폐기물저장탱크는 주냉각수 및 고압주입탱크의 비상냉각수 유

입으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한 후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으로 감압배기밸브가 닫히

면 거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그림 4.1.13은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시험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이다. 사고 

발생 후 약 1.3초 후에 최대 값이 나타나며 그 온도는 약 1089.4K(816.2℃)이다. 그림 

4.1.13과 그림 4.1.14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사고 초기에 급격히 상승

하 다가 비상냉각수의 공급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사고 후 초기 냉각에 의하여 핵연료피

복재 온도는 비상냉각수의 온도와 비슷한 정도로 냉각된 후 일정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고압주입밸브가 차단되어 더 이상 비상냉각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다시 상승한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약 527K(253.8℃)로 예

측된다. 이것은 시험핵연료의 잔열에 의하여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가 다시 증가하고, 

노내시험부의 냉각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내시험부의 압력용기를 통한 하나로 수조 

수로의 냉각율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냉각율과 시험핵연료의 잔열 발생률이 같아

지면 온도 및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사고 후 약 14,400초에서 시험핵연료가 

장전된 부분의 냉각수 온도는 약 251℃이다. 이것은 주냉각수계통 및 노내시험부의 설계 

온도인 350℃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다.

그림 4.1.15는 사고 후 주냉각수펌프 및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냉각수 

유량이다. 주냉각수펌프에서의 유량은 배관 파단 후 급격히 증가하 다가 격리밸브가 차

단되고 펌프가 트립되면 유량이 이 된다. 노내시험부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는 사고 

초기에 파단면을 통한 주냉각수 방출로 유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은 저온관과 고온관

이 노내시험부 우회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가 

열리고 노내시험부가 격리되어 비상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일정 유량이 유지된다.

그림 4.1.16과 그림 4.1.17은 시험핵연료 장전 위치에서의 기공률이다. 배관 파단에 의

하여 초기에 급격한 압력 감소로 핵연료 장전 위치에서 비등이 발생하고 기공률이 급격

히 증가한 후 비상냉각수 주입으로 기공률이 감소한다. 고압주입탱크의 저수위 트립에 의

한 고압주입밸브 및 감압배기밸브의 차단 후 과냉 상태의 노내시험부는 잔열에 의하여 

서서히 온도가 증가한다. 사고 후 약 6,600초 이후에 국부적으로 비등이 발생하여 약 0.2 

이하의 기공률이 유지된다.

그림 4.1.18은 고압주입탱크의 방출 배관 및 감압배기 배관, 안전밸브에서의 유량이다.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에서 안전밸브는 개방되지 않는다. 고압주입탱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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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냉각수는 거의 유사한 유량으로 주입된다. 노내시험부가 격리된 후 고압주입탱크 A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압력용기의 시험핵연료를 냉각시킨 후 감압배기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고압주입탱크 B의 비상냉각수는 노내시험부 냉각에 사용되

지 않고 직접 폐기물저장탱크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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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 전개 및 계통운전(CANDU)

계  통  운  전
사고 후 경과시간(초)

방출계수(D.C.) = 1.0

 제1기기실 LBLOCA 개시 0.0

 하나로 정지(저유량) 0.03

 하나로 정지(저압) 0.09

 하나로 정지봉 낙하 개시 0.65

 격리밸브 폐쇄 개시(저-저유량) 0.45

 고압주입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5

 감압배기밸브 개방 개시(저-저유량) 0.45

 고압주입밸브 완전 개방 0.65

 감압배기밸브 완전 개방 0.65

 하나로 정지봉 완전 삽입 1.65

 격리밸브 폐쇄 완료 2.95

 노내시험부 첨두 압력 도달 0.0

 핵연료 피복재 첨두 온도 도달 1.3

 고압주입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6121

 감압배기밸브 완전 폐쇄 (고압주입탱크 저수위) 6121



51

그림 4.2.10 제1기기실 내 고온관 양단파단시고시 방출계수에 따른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CANDU)

그림 4.2.11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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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압력(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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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초기 핵연료피복재 온도(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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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핵연료피복재 

온도(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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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5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유량(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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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6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초기 

기공률(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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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기공률(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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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8 제1기기실 내 고온관 LBLOCA시 안전주입 및 

안전밸브 방출, 감압배기 유량(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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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핵연료시험설비의 하나로 제1기기실 내 배관 파단에 의한 대형냉각수상실사고 해석 

모델을 MARS 코드로 개발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배관 파단 위치는 저온관인 제1기기

실 내 주냉각수 펌프 후단과 고온관인 주냉각수 입구 배관으로 가정하 다. 방출계수를 

0.1, 0.33, 0.67, 1.0에 대하여 해석하 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로 운전 중에 저온관에서 양단파단이 일어나는 경우 조사

한 네 가지의 방출계수(0.1, 0.33, 0.67, 1.0)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상승하 으며 최대 

값은 930.5K(657.3℃)이었다. 이 때의 방출계수는 0.1이다. 고온관에서 양단파단이 일어나

는 경우 방출계수가 0.33, 0.67, 1.0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상승하 으며 최대 값은 

1007.9K(734.7℃)이었다. 이 때의 방출계수는 0.67이다.

한편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로 운전 중에 저온관에서 양단파단이 일어나는 경우 조

사한 네 가지의 방출계수(0.1, 0.33, 0.67, 1.0)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상승하 으며 최

대 값은 1123.6K(850.4℃)이었다. 이 때의 방출계수는 0.1이다. 고온관에서 양단파단이 일

어나는 경우 방출계수가 0.33, 0.67, 1.0에서 핵연료피복재 온도가 상승하 으며 최대 값은 

1089.4K(816.2℃)이었다. 이 때의 방출계수는 1.0이다.

따라서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및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로 핵연료시험설비를 

운전하는 중에 제1기기실에서 양단파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1204℃보다 작아야 한다는 상용 가압경수로 핵연료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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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 제1기기실 내 

LBLOCA시 MAR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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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Leg Break in the Room 1 for PWR Fuel Test Mode

= 3-Pin Fuel Test Loop MARS Model (Version 2.2) for PWR

* Large Break LOCA at Room 1 Cold Leg

* One Train One Safety Valve Operation

* IPS flow (V150) = 1.52 kg/sec

*     95% of nominal flow (1.60 kg/sec)

* IPS inlet temperature (V150) = 306.3C (579.5K)

*     102% of nominal temperature (300.3C)

* IPS pressure for over-pressure accident (V413-11) = 15.912 MPa

*     102% of nominal pressure (15.6 MPa)

* IPS pressure for over-temperature accident (V150) = 15.288 MPa

*     98% of nominal pressure (15.6 MPa)

* Accum. pressure = 15.794 MPa (Low P AL)      

* Accum. water level = 2.614 m (Low L AL)

* Accum. temperature = 323.2 K

* WDT pressure = 0.1579MPa

* WDT level = 0.296 m (Low L AL)

* WDT temperature = 323.2 K

* Fuel power = 66.15 kW

*     105% of nominal fuel power (63.0 kW)

* Gamma heating of leg and flow divider = 8.943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8.517 kW)

* Gamma heating of IPS vessel = 38.097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36.283 kW)

*----------------------------------------------------------------------

* Axial peaking factor = 1.387

***********************************************************************

*---------------------------------------------------------------------*

*         problem type     problem option

0000100   restart            transnt

*---------------------------------------------------------------------*

*         run option

0000101      run

*---------------------------------------------------------------------*

*         input units      output units

0000102       si               si

*         restart number

0000103   40159

*---------------------------------------------------------------------*

*         limit 1     limit 2     cpu limit

0000105     5.0        10.0       100000.0

*---------------------------------------------------------------------*

*         ref. Volume     elevation     fluid     name

0000120    110010000       77.737         h2o       ftl

*---------------------------------------------------------------------*

*         end time  min dt  max dt  ssdoo  min edt  maj edt  restart

0000201     500.     1.0e-06  0.20   10003     5      300      300

0000202     530.     1.0e-50  0.002  10003    50     1000     1000

0000203     600.     1.0e-50  0.005  10003    50     1000     1000

0000204     800.     1.0e-50  0.01   10003    50     1000     1000

0000205    2300.     1.0e-50  0.05   10003    20     5000     5000

0000206   15000.     1.0e-50  0.05   10003    40    10000    10000

*=====================================================================*

*  minor edit variables                                               *

*=====================================================================*

*        code     parameter

0000301  cntrlvar  9

* pressure

0000302  p         110010000

0000303  p         310010000

0000304  p         310040000

0000305  p         310070000     

0000306  p         150010000

0000307  p         445010000

0000308  p         550100000

0000309  p         805010000

* massflow

0000310  mflowj    110010000

0000311  mflowj    220010000

0000312  mflowj    310010000

0000313  mflowj    310040000

0000314  mflowj    814010000

0000315  mflowj    854010000

0000316  mflowj    150010000

0000317  mflowj    445010000

0000318  mflowj    894010000

0000319  mflowj    805010000

* fuel clad temperature

0000321  httemp    310100111

0000322  httemp    310100211

0000323  httemp    310100311

0000324  httemp    310100411        300.0     1310.0     1      1

0000325  httemp    310100511

0000326  httemp    310100611

0000327  httemp    310100711

* void fraction

0000331  voidg     310010000

0000332  voidg     310020000

0000333  voidg     31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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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34  voidg     310040000

0000335  voidg     310050000

0000336  voidg     310060000

0000337  voidg     310070000

0000338  voidg     150010000

0000339  voidg     445010000

0000340  voidg     894010000

* dnbr

0000341  cntrlvar  31

0000342  cntrlvar  32

0000343  cntrlvar  33

0000344  cntrlvar  34

0000345  cntrlvar  35

0000346  cntrlvar  36

0000347  cntrlvar  37

****************************

* pressure

0000348  p         810010000       

0000349  p         850010000

0000350  p         920060000

* temperature

0000351  tempf     150010000  

0000352  tempf     210050000

0000353  tempf     310040000

0000354  tempf     445010000

0000355  tempf     805010000

0000356  tempf     920010000

0000357  tempg     920010000

0000358  tempg     920060000 

* bypass and disposal tank flow

0000359  mflowj    127000000

0000360  mflowj    899010000

0000361  mflowj    921000000

* fuel centerline temperature

0000362  httemp    310100101

0000363  httemp    310100201

0000364  httemp    310100301

0000365  httemp    310100401

0000366  httemp    310100501

0000367  httemp    310100601

0000368  httemp    310100701

* heat transfer mode

0000370  htmode    310100401

* critical heat flux

0000371  htchf     310100101

0000372  htchf     310100201

0000373  htchf     310100301

0000374  htchf     310100401

0000375  htchf     310100501

0000376  htchf     310100601

0000377  htchf     310100701

* heat flux

0000381  htrnr     310100101

0000382  htrnr     310100201

0000383  htrnr     310100301

0000384  htrnr     310100401

0000385  htrnr     310100501

0000386  htrnr     310100601

0000387  htrnr     310100701

* accumulator level

0000388  acvliq    810

0000389  acvliq    850

0000390  vlvarea   135

0000391  vlvarea   461

0000392  vlvarea   815

0000393  vlvarea   890

* evaluate break force load

0000395  mflowj   710000000

0000396  mflowj   720000000

0000397  p        996010000

0000398  tempg    996010000

*=====================================================================*

*  trip controls                                                      *

*=====================================================================*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401  time     0          gt  null     0          500.0    n * null

0000402  time     0          gt  null     0          1.0e+06 n * false

0000403  time     0          gt  timeof   401        1.0e+06 n * oldvt

0000404  time     0          gt  timeof   604        0.615   l * scram

0000405  time     0          gt  timeof   614        0.41    l * iso/acc/vt

0000407  time     0          gt  timeof   401        0.0     l * loopf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0000426  acvliq   810        lt  null       0       0.1365   n * tnk

0000427  acvliq   850        lt  null       0       0.1365   n * tnk

*--------------------------------------------------------------------*

* scram input trips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501  cntrlvar 501        gt  null       0        598.2   l * hitmp hanaro trip

0000502  cntrlvar 502        lt  null       0        1.280   l * loflo hanaro trip

0000503  cntrlvar 502        gt  null       0        1.840   l * hiflo hanaro trip

0000504  cntrlvar 504        lt  null       0   1.41342e+07  l * loprs hanaro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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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05  cntrlvar 504        gt  null       0   1.72368e+07  l * hiprs hanaro trip

*---------------------------------------------------------------------*

* ecws/isolation trips

0000511  cntrlvar 501        gt  null       0        598.2   l * hhtmp iso/ecws

0000512  cntrlvar 502        lt  null       0        0.960   l * llflo iso/ecws

0000513  cntrlvar 504        lt  null       0   1.34447e+07  l * llprs iso/escw

*---------------------------------------------------------------------*

* WDT rupture disk

0000424  p        920060000  gt  null       0    1.0798e+06 n * tnk

*---------------------------------------------------------------------*

* logical trip

0000608  426 or 427   n * accum. and wdt isolation

*=====================================================================*

*=====================================================================*

*  normal loop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1210000          "jun-121"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1210101  120010000  128000000   0.909e-04   0.42    0.42    001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1210201  1           1.6         0.0         0.0

*        valve type

12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1210301  402     401      100.0   1.0

*=====================================================================*

*  up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100000          "brk-120"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100101  120010000  996000000   0.909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1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1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1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100301  401     402      100.0   0.0

*=====================================================================*

*  down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200000          "brk-128"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200101  128000000  996000000   0.909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2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2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2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200301  401     402      100.0   0.0

*=====================================================================*

* room 1 break volume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9960000           "room-1"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9960101    0.0           10.0           123.2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9960102    0.0           90.0           10.0

*          ROUGHNESS     HYD DIAM       FE

9960103    0.0           3.9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quality (static)

9960200    004     1.01325e+05  323.2         0.0

*=====================================================================*

*  heat structure no. 996 - room 1

*---------------------------------------------------------------------*

*          strs  mesh  geom  init   l coord   refl  bvol  axl  incr

19961000     1    10     1     1    0.0      0

*          mesh loc    mesh fmt

19961100     0           1

*          intervals   r. coord.

19961101     9           1.2

*          comp no.    interval

19961201     10           9

*          source      interval

19961301     0            9

*          temp flag

19961400     0

*          temp        mesh

19961401   313.2         10

*          left vol    incr    b cond    sa code   factor    str no

19961501   996010000      0      104        1      266.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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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vol   incr    b cond    sa code   factor    str no

19961601      -4           0    3009        1      266.64       1

*          s type      s mult    left      right             str no

19961701      0           0.0      0        0                   1

*          hed      hlf    hlr    gllf  gllr glf  glr  lbf  str no

19961801   0.0      100.   100.   0.0   0.0  0.0  0.0  1.0    1

*=====================================================================*

*  material properties                                                *

*=====================================================================*

*  concreet wall of room 1

*  Heat Transfer A.F. Mills,  815 page

*---------------------------------------------------------------------*

*         composition    cond flag    cp flag     material

20101000   tbl/fctn          1         -1

*         temperature(k) conductivity(w/m-k)

20101001     100.0          1.4

20101002     500.0          1.4

*         temperature(k) capacitance(j/m3-k)

20101051                  1.848e+06

*=====================================================================*

*  ambient room temperature                                           *

*---------------------------------------------------------------------*

*         table type   trip no.   factor 1   factor 2

20200400       temp         401

*              time       temperature

20200401       -1.0         303.2

20200402        0.0         303.2

20200403     10000.         303.2

*---------------------------------------------------------------------*

*  ambient room heat transfer coefficient                             *

*---------------------------------------------------------------------*

*         table type   trip no.   factor 1   factor 2

20200900       htc-t      401

*              tim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20200901       -1.0        2.65

20200902        0.0        2.65

20200903     10000.        2.65

*=====================================================================*

* Purification Interchanger and Cooler Model

*---------------------------------------------------------------------*

* lmp-isolation valve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050000          "vlv-605"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6050101  610010000  480000000   0.000151   5.14    5.1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6050201  1           0.0         0.0         0.0

*        valve type

60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6050301   401     402     1.0     1.0

*---------------------------------------------------------------------*

* Volume of Purification Interchanger tubes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100000          "vol-61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6100101    0.000604      0.0            0.01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61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6100103    0.000046      0.01387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6100200    003     1.54853e+07   573.5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150000          "jun-615"                 sngljun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6150101  620010000  610000000   0.000151   1.62    1.62    0010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6150201  1           0.0         0.0         0.0

*---------------------------------------------------------------------*

* Volume of Purification Cooler tubes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200000          "vol-62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6200101    0.012386      0.0            0.0697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62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6200103    0.000046      0.125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6200200    003     1.54853e+07   445.3

*---------------------------------------------------------------------*

*                lmp-isolation valve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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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000          "vlv-625"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6250101  630010000  110000000   0.000151   5.14    5.1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6250201  1           0.0         0.0         0.0

*        valve type

62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6250301   401     402     1.0     1.0

*---------------------------------------------------------------------*

* Volume of Purification Interchanger Shell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300000          "vol-63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6300101    0.0084495     0.0            0.01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63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6300103    0.000046      0.125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6300200    003     1.65098e+07   573.5

*=====================================================================*

*  One Train Operation

*=====================================================================*

*  safety relief valve - psv-01b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020000          "psv-01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020101  445010000  805000000  4.387e-05   1.0     1.0     000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020201  1           0.0         0.0         0.0

*        valve type

802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020301   402     401    100.0   0.0

*=====================================================================*

* accumulator discharge - one trai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70000          "acca-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70101  814010000  827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70000          "acca-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370101  827010000  840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70000          "accb-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570101  854010000  867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70000          "accb-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70101  867010000  88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70301   402     405     5.0     0.0    14

*=====================================================================*

*  ecw steam vent line - one t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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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10000          "vent-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10101  455010000  893000000   0.000279   6.29    6.5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10301   402     405     5.0    0.0    14 

*---------------------------------------------------------------------*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50000          "acca-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50101  814010000  825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50000          "acca-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350101  825010000  84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50000          "accb-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550101  854010000  865000000   0.000151   2.84    2.8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50000          "accb-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50101  865010000  880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00000          "vent-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00101  455010000  790000000   0.000279   6.60    6.6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0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0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900000          "vol-79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7900101    0.000279      0.5            0.0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79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7900103    0.000046      0.0188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7900200    003     1.579e+05    323.2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910000          "vent-d"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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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910101  790010000  892000000   0.000279   0.0     0.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7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910301   402     608     5.0     1.0    14

*---------------------------------------------------------------------*

.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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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eg Break in the Room 1 for PWR Fuel Test Mode

= 3-Pin Fuel Test Loop MARS Model (Version 2.2) for PWR

* Large Break LOCA at Room 1 Hot Leg

* One Train One Safety Valve Operation

* IPS flow (V150) = 1.52 kg/sec

*     95% of nominal flow (1.60 kg/sec)

* IPS inlet temperature (V150) = 306.3C (579.5K)

*     102% of nominal temperature (300.3C)

* IPS pressure for over-pressure accident (V413-11) = 15.912 MPa

*     102% of nominal pressure (15.6 MPa)

* IPS pressure for over-temperature accident (V150) = 15.288 MPa

*     98% of nominal pressure (15.6 MPa)

* Accum. pressure = 15.794 MPa (Low P AL)      

* Accum. water level = 2.614 m (Low L AL)

* Accum. temperature = 323.2 K

* WDT pressure = 0.1579MPa

* WDT level = 0.296 m (Low L AL)

* WDT temperature = 323.2 K

* Fuel power = 66.15 kW

*     105% of nominal fuel power (63.0 kW)

* Gamma heating of leg and flow divider = 8.943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8.517 kW)

* Gamma heating of IPS vessel = 38.097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36.283 kW)

*----------------------------------------------------------------------

* Axial peaking factor = 1.387

***********************************************************************

*---------------------------------------------------------------------*

*         problem type     problem option

0000100   restart            transnt

*---------------------------------------------------------------------*

*         run option

0000101      run

*---------------------------------------------------------------------*

*         input units      output units

0000102       si               si

*         restart number

0000103   40159

*---------------------------------------------------------------------*

*         limit 1     limit 2     cpu limit

0000105     5.0        10.0       100000.0

*---------------------------------------------------------------------*

*         ref. Volume     elevation     fluid     name

0000120    110010000       77.737         h2o       ftl

*---------------------------------------------------------------------*

*         end time  min dt  max dt  ssdoo  min edt  maj edt  restart

0000201     500.     1.0e-06  0.20   10003     5      300      300

0000202     530.     1.0e-50  0.002  10003    50     1000     1000

0000203     600.     1.0e-50  0.005  10003    50     1000     1000

0000204     800.     1.0e-50  0.01   10003    50     1000     1000

0000205    2300.     1.0e-50  0.05   10003    20     5000     5000

0000206   15000.     1.0e-50  0.05   10003    40    10000    10000

*=====================================================================*

*  minor edit variables                                               *

*=====================================================================*

*        code     parameter

0000301  cntrlvar  9

* pressure

0000302  p         110010000

0000303  p         310010000

0000304  p         310040000

0000305  p         310070000     

0000306  p         150010000

0000307  p         445010000

0000308  p         550100000

0000309  p         805010000

* massflow

0000310  mflowj    110010000

0000311  mflowj    220010000

0000312  mflowj    310010000

0000313  mflowj    310040000

0000314  mflowj    814010000

0000315  mflowj    854010000

0000316  mflowj    150010000

0000317  mflowj    445010000

0000318  mflowj    894010000

0000319  mflowj    805010000

* fuel clad temperature

0000321  httemp    310100111

0000322  httemp    310100211

0000323  httemp    310100311

0000324  httemp    310100411        300.0     1310.0     1      1

0000325  httemp    310100511

0000326  httemp    310100611

0000327  httemp    310100711

* void fraction

0000331  voidg     310010000

0000332  voidg     310020000

0000333  voidg     310030000

0000334  voidg     310040000

0000335  voidg     31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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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36  voidg     310060000

0000337  voidg     310070000

0000338  voidg     150010000

0000339  voidg     445010000

0000340  voidg     894010000

* dnbr

0000341  cntrlvar  31

0000342  cntrlvar  32

0000343  cntrlvar  33

0000344  cntrlvar  34

0000345  cntrlvar  35

0000346  cntrlvar  36

0000347  cntrlvar  37

****************************

* pressure

0000348  p         810010000       

0000349  p         850010000

0000350  p         920060000

* temperature

0000351  tempf     150010000  

0000352  tempf     210050000

0000353  tempf     310040000

0000354  tempf     445010000

0000355  tempf     805010000

0000356  tempf     920010000

0000357  tempg     920010000

0000358  tempg     920060000 

* bypass and disposal tank flow

0000359  mflowj    127000000

0000360  mflowj    899010000

0000361  mflowj    921000000

* fuel centerline temperature

0000362  httemp    310100101

0000363  httemp    310100201

0000364  httemp    310100301

0000365  httemp    310100401

0000366  httemp    310100501

0000367  httemp    310100601

0000368  httemp    310100701

* heat transfer mode

0000370  htmode    310100401

* critical heat flux

0000371  htchf     310100101

0000372  htchf     310100201

0000373  htchf     310100301

0000374  htchf     310100401

0000375  htchf     310100501

0000376  htchf     310100601

0000377  htchf     310100701

* heat flux

0000381  htrnr     310100101

0000382  htrnr     310100201

0000383  htrnr     310100301

0000384  htrnr     310100401

0000385  htrnr     310100501

0000386  htrnr     310100601

0000387  htrnr     310100701

* accumulator level

0000388  acvliq    810

0000389  acvliq    850

0000390  vlvarea   135

0000391  vlvarea   461

0000392  vlvarea   815

0000393  vlvarea   890

* evaluate break force load

0000395  mflowj   710000000

0000396  mflowj   720000000

0000397  p        996010000

0000398  tempg    996010000

*=====================================================================*

*  trip controls                                                      *

*=====================================================================*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401  time     0          gt  null     0          500.0    n * null

0000402  time     0          gt  null     0          1.0e+06 n * false

0000403  time     0          gt  timeof   401        1.0e+06 n * oldvt

0000404  time     0          gt  timeof   604        0.615   l * scram

0000405  time     0          gt  timeof   614        0.41    l * iso/acc/vt

0000407  time     0          gt  timeof   401        0.0     l * loopf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0000426  acvliq   810        lt  null       0       0.1365   n * tnk

0000427  acvliq   850        lt  null       0       0.1365   n * tnk

*--------------------------------------------------------------------*

* scram input trips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501  cntrlvar 501        gt  null       0        598.2   l * hitmp hanaro trip

0000502  cntrlvar 502        lt  null       0        1.280   l * loflo hanaro trip

0000503  cntrlvar 502        gt  null       0        1.840   l * hiflo hanaro trip

0000504  cntrlvar 504        lt  null       0   1.41342e+07  l * loprs hanaro trip

0000505  cntrlvar 504        gt  null       0   1.72368e+07  l * hiprs hanaro tr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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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ws/isolation trips

0000511  cntrlvar 501        gt  null       0        598.2   l * hhtmp iso/ecws

0000512  cntrlvar 502        lt  null       0        0.960   l * llflo iso/ecws

0000513  cntrlvar 504        lt  null       0   1.34447e+07  l * llprs iso/escw

*---------------------------------------------------------------------*

* WDT rupture disk

0000424  p        920060000  gt  null       0    1.0798e+06 n * tnk

*---------------------------------------------------------------------*

* logical trip

0000608  426 or 427   n * accum. and wdt isolation

*=====================================================================*

*=====================================================================*

*  normal loop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4640000          "vol-464"                branch

*---------------------------------------------------------------------*

*          NO. JUN       VEL/FLO

4640001       0             1

*          AREA          LENGTH         VOLUME

4640101    0.000909      0.580          0.0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464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4640103    0.000046      0.03402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4640200    003     1.58e+07     585.2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4670000          "jun-467"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4670101  464010000  465000000   6.0903e-04   0.42    0.42    001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4670201  1           1.76         0.0         0.0

*        valve type

46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4670301  402     401      100.0   1.0

*=====================================================================*

*  up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100000          "brk-465"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100101  465000000  996000000   6.0903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1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1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1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100301  401     402      100.0   0.0

*=====================================================================*

*  down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200000          "brk-464"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200101  464010000  996000000   6.0903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2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2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2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200301  401     402      100.0   0.0

*=====================================================================*

* room 1 break volume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9960000           "room-1"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9960101    0.0           10.0           123.2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9960102    0.0           90.0           10.0

*          ROUGHNESS     HYD DIAM       FE

9960103    0.0           3.9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quality (static)

9960200    004     1.01325e+05  323.2         0.0

*=====================================================================*

*  heat structure no. 996 - room 1

*---------------------------------------------------------------------*

*          strs  mesh  geom  init   l coord   refl  bvol  axl  incr

19961000     1    10     1     1    0.0      0

*          mesh loc    mesh f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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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0     0           1

*          intervals   r. coord.

19961101     9           1.2

*          comp no.    interval

19961201     10           9

*          source      interval

19961301     0            9

*          temp flag

19961400     0

*          temp        mesh

19961401   313.2         10

*          left vol    incr    b cond    sa code   factor    str no

19961501   996010000      0      104        1      266.64       1

*          right vol   incr    b cond    sa code   factor    str no

19961601      -4           0    3009        1      266.64       1

*          s type      s mult    left      right             str no

19961701      0           0.0      0        0                   1

*          hed      hlf    hlr    gllf  gllr glf  glr  lbf  str no

19961801   0.0      100.   100.   0.0   0.0  0.0  0.0  1.0    1

*=====================================================================*

*  material properties                                                *

*=====================================================================*

*  concreet wall of room 1

*  Heat Transfer A.F. Mills,  815 page

*---------------------------------------------------------------------*

*         composition    cond flag    cp flag     material

20101000   tbl/fctn          1         -1

*         temperature(k) conductivity(w/m-k)

20101001     100.0          1.4

20101002     500.0          1.4

*         temperature(k) capacitance(j/m3-k)

20101051                  1.848e+06

*=====================================================================*

*  ambient room temperature                                           *

*---------------------------------------------------------------------*

*         table type   trip no.   factor 1   factor 2

20200400       temp         401

*              time       temperature

20200401       -1.0         303.2

20200402        0.0         303.2

20200403     10000.         303.2

*---------------------------------------------------------------------*

*  ambient room heat transfer coefficient                             *

*---------------------------------------------------------------------*

*         table type   trip no.   factor 1   factor 2

20200900       htc-t      401

*              tim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20200901       -1.0        2.65

20200902        0.0        2.65

20200903     10000.        2.65

*=====================================================================*

* Purification Interchanger and Cooler Model

*---------------------------------------------------------------------*

* lmp-isolation valve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050000          "vlv-605"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6050101  610010000  480000000   0.000151   5.14    5.1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6050201  1           0.0         0.0         0.0

*        valve type

60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6050301   401     402     1.0     1.0

*---------------------------------------------------------------------*

* Volume of Purification Interchanger tubes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100000          "vol-61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6100101    0.000604      0.0            0.01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61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6100103    0.000046      0.01387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6100200    003     1.54853e+07   573.5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150000          "jun-615"                 sngljun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6150101  620010000  610000000   0.000151   1.62    1.62    0010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6150201  1           0.0         0.0         0.0

*---------------------------------------------------------------------*

* Volume of Purification Cooler tubes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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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0          "vol-62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6200101    0.012386      0.0            0.0697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62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6200103    0.000046      0.125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6200200    003     1.54853e+07   445.3

*---------------------------------------------------------------------*

*                lmp-isolation valve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250000          "vlv-625"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6250101  630010000  110000000   0.000151   5.14    5.1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6250201  1           0.0         0.0         0.0

*        valve type

62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6250301   401     402     1.0     1.0

*---------------------------------------------------------------------*

* Volume of Purification Interchanger Shell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6300000          "vol-63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6300101    0.0084495     0.0            0.01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63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6300103    0.000046      0.125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6300200    003     1.65098e+07   573.5

*=====================================================================*

*  One Train Operation

*=====================================================================*

*  safety relief valve - psv-01b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020000          "psv-01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020101  445010000  805000000  4.387e-05   1.0     1.0     000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020201  1           0.0         0.0         0.0

*        valve type

802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020301   402     401    100.0   0.0

*=====================================================================*

* accumulator discharge - one trai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70000          "acca-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70101  814010000  827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70000          "acca-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370101  827010000  840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70000          "accb-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570101  854010000  867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70301   402    405      5.0     0.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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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70000          "accb-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70101  867010000  88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70301   402     405     5.0     0.0    14

*=====================================================================*

*  ecw steam vent line - one trai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10000          "vent-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10101  455010000  893000000   0.000279   6.29    6.5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10301   402     405     5.0    0.0    14 

*---------------------------------------------------------------------*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50000          "acca-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50101  814010000  825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50000          "acca-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350101  825010000  84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50000          "accb-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550101  854010000  865000000   0.000151   2.84    2.8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50000          "accb-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50101  865010000  880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00000          "vent-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00101  455010000  790000000   0.000279   6.60    6.6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0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0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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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000          "vol-79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7900101    0.000279      0.5            0.0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79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7900103    0.000046      0.0188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7900200    003     1.579e+05    323.2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910000          "vent-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910101  790010000  892000000   0.000279   0.0     0.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7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910301   402     608     5.0     1.0    14

*---------------------------------------------------------------------*

.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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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 제1기기실 내

LBLOCA시 MAR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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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Leg Break in the Room 1 for CANDU Fuel Test Mode

= 3-Pin Fuel Test Loop MARS Model (Version 2.2) for CANDU

* Large Break LOCA at Room 1 Cold Leg

* One Train One Safety Valve Operation

* IPS flow (V150) = 1.5485 kg/sec

*     95% of nominal flow (1.63 kg/sec)

* IPS inlet temperature (V150) = 282.2C (555.4K)

*     102% of nominal temperature (276.7C)

* IPS pressure for over-pressure accident (V413-11) = 10.302 MPa

*     102% of nominal pressure (10.1 MPa)

* IPS pressure for over-temperature accident (V413-11) = 9.898 MPa

*     98% of nominal pressure (10.1 MPa)

* Accum. pressure = 10.5545 MPa (Low P AL)

*     95% of nominal pressure (11.11 MPa)      

* Accum. water level = 2.614 m (Low L AL)

* Accum. temperature = 323.2 K

* WDT pressure = 0.1579MPa

* WDT level = 0.296 m (Low L AL)

* WDT temperature = 323.2 K

* Fuel power = 72.45 kW

*     105% of nominal fuel power (69.0 kW)

* Gamma heating of leg and flow divider = 8.975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8.548 kW)

* Gamma heating of IPS vessel = 36.861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35.106 kW)

*----------------------------------------------------------------------

* Axial peaking factor = 1.24499

***********************************************************************

*---------------------------------------------------------------------*

*         problem type     problem option

0000100   restart            transnt

*---------------------------------------------------------------------*

*         run option

0000101      run

*---------------------------------------------------------------------*

*         input units      output units

0000102       si               si

*         restart number

0000103   63582

*---------------------------------------------------------------------*

*         limit 1     limit 2     cpu limit

0000105     5.0        10.0       100000.0

*---------------------------------------------------------------------*

*         ref. Volume     elevation     fluid     name

0000120    110010000       77.737         h2o       ftl

*---------------------------------------------------------------------*

*         end time  min dt  max dt  ssdoo  min edt  maj edt  restart

0000201     500.     1.0e-06  0.20   10003     5      300      300

0000202     530.     1.0e-50  0.002  10003    50     1000     1000

0000203     600.     1.0e-50  0.005  10003    50     1000     1000

0000204     800.     1.0e-50  0.01   10003    50     1000     1000

0000205    2300.     1.0e-50  0.05   10003    20     5000     5000

0000206   15000.     1.0e-50  0.05   10003    40    10000    10000

*=====================================================================*

*  minor edit variables                                               *

*=====================================================================*

*        code     parameter

0000301  cntrlvar  9

* pressure

0000302  p         110010000

0000303  p         310010000

0000304  p         310040000

0000305  p         310070000     

0000306  p         150010000

0000307  p         445010000

0000308  p         550100000

0000309  p         805010000

* massflow

0000310  mflowj    110010000

0000311  mflowj    220010000

0000312  mflowj    310010000

0000313  mflowj    310040000

0000314  mflowj    814010000

0000315  mflowj    854010000

0000316  mflowj    150010000

0000317  mflowj    445010000

0000318  mflowj    894010000

0000319  mflowj    805010000

* fuel clad temperature

0000321  httemp    310100111

0000322  httemp    310100211

0000323  httemp    310100311

0000324  httemp    310100411        300.0     1310.0     1      1

0000325  httemp    310100511

0000326  httemp    310100611

0000327  httemp    310100711

* void fraction

0000331  voidg     310010000

0000332  voidg     31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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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33  voidg     310030000

0000334  voidg     310040000

0000335  voidg     310050000

0000336  voidg     310060000

0000337  voidg     310070000

0000338  voidg     150010000

0000339  voidg     445010000

0000340  voidg     894010000

* dnbr

0000341  cntrlvar  31

0000342  cntrlvar  32

0000343  cntrlvar  33

0000344  cntrlvar  34

0000345  cntrlvar  35

****************************

* pressure

0000348  p         810010000       

0000349  p         850010000

0000350  p         920060000

* temperature

0000351  tempf     150010000  

0000352  tempf     210050000

0000353  tempf     310040000

0000354  tempf     445010000

0000355  tempf     805010000

0000356  tempf     920010000

0000357  tempg     920010000

0000358  tempg     920060000 

* bypass and disposal tank flow

0000359  mflowj    127000000

0000360  mflowj    899010000

0000361  mflowj    921000000

* fuel centerline temperature

0000362  httemp    310100101

0000363  httemp    310100201

0000364  httemp    310100301

0000365  httemp    310100401

0000366  httemp    310100501

0000367  httemp    310100601

0000368  httemp    310100701

* heat transfer mode

0000370  htmode    310100401

* critical heat flux

0000371  htchf     310100101

0000372  htchf     310100201

0000373  htchf     310100301

0000374  htchf     310100401

0000375  htchf     310100501

0000376  htchf     310100601

0000377  htchf     310100701

* heat flux

0000381  htrnr     310100101

0000382  htrnr     310100201

0000383  htrnr     310100301

0000384  htrnr     310100401

0000385  htrnr     310100501

0000386  htrnr     310100601

0000387  htrnr     310100701

* accumulator level

0000388  acvliq    810

0000389  acvliq    850

0000390  vlvarea   135

0000391  vlvarea   461

0000392  vlvarea   815

0000393  vlvarea   890

* evaluate break force load

0000395  mflowj   710000000

0000396  mflowj   720000000

0000397  p        996010000

0000398  tempg    996010000

*=====================================================================*

*  trip controls                                                      *

*=====================================================================*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401  time     0          gt  null     0          500.0    n * null

0000402  time     0          gt  null     0          1.0e+06 n * false

0000403  time     0          gt  timeof   401        1.0e+06 n * oldvt

0000404  time     0          gt  timeof   604        0.615   l * scram

0000405  time     0          gt  timeof   614        0.41    l * iso/acc/vt

0000407  time     0          gt  timeof   401        0.0     l * loopf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0000426  acvliq   810        lt  null       0       0.1365   n * tnk

0000427  acvliq   850        lt  null       0       0.1365   n * tnk

*--------------------------------------------------------------------*

* scram input trips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501  cntrlvar 501        gt  null       0        579.9   l * hitmp hanaro trip

0000502  cntrlvar 502        lt  null       0        1.304   l * loflo hanaro trip

0000503  cntrlvar 502        gt  null       0        1.8745  l * hiflo hanaro trip

0000504  cntrlvar 504        lt  null       0    8.9082e+06  l * loprs hanaro trip

0000505  cntrlvar 504        gt  null       0    11.11e+06   l * hiprs hanaro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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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ws/isolation trips

0000511  cntrlvar 501        gt  null       0        582.9   l * hhtmp iso/ecws

0000512  cntrlvar 502        lt  null       0        0.978   l * llflo iso/ecws

0000513  cntrlvar 504        lt  null       0    8.4133e+06  l * llprs iso/escw

*---------------------------------------------------------------------*

* WDT rupture disk

0000424  p        920060000  gt  null       0    1.0798e+06 n * tnk

*---------------------------------------------------------------------*

* logical trip

0000608  426 or 427   n * accum. and wdt isolation

*=====================================================================*

*  normal loop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1210000          "jun-121"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1210101  120010000  128000000   0.909e-04   0.42    0.42    001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1210201  1           1.6         0.0         0.0

*        valve type

12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1210301  402     401      100.0   1.0

*=====================================================================*

*  up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100000          "brk-120"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100101  120010000  996000000   0.909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1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1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1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100301  401     402      100.0   0.0

*=====================================================================*

*  down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200000          "brk-128"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200101  128000000  996000000   0.909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2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2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2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200301  401     402      100.0   0.0

*=====================================================================*

* room 1 break volume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9960000           "room-1"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9960101    0.0           10.0           123.2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9960102    0.0           90.0           10.0

*          ROUGHNESS     HYD DIAM       FE

9960103    0.0           3.9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quality (static)

9960200    004     1.01325e+05  323.2         0.0

*=====================================================================*

*  One Train Operation

*=====================================================================*

*  safety relief valve - psv-01b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020000          "psv-01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020101  445010000  805000000  4.387e-05   1.0     1.0     000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020201  1           0.0         0.0         0.0

*        valve type

802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020301   402     401    100.0   0.0

*=====================================================================*

* accumulator discharge - one trai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70000          "acca-b"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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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70101  814010000  827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70000          "acca-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370101  827010000  840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70000          "accb-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570101  854010000  867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70000          "accb-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70101  867010000  88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70301   402     405     5.0     0.0    14

*=====================================================================*

*  ecw steam vent line - one trai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10000          "vent-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10101  455010000  893000000   0.000279   6.29    6.5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10301   402     405     5.0    0.0    14

*---------------------------------------------------------------------*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50000          "acca-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50101  814010000  825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50000          "acca-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350101  825010000  84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50000          "accb-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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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101  854010000  865000000   0.000151   2.84    2.8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50000          "accb-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50101  865010000  880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00000          "vent-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00101  455010000  790000000   0.000279   6.60    6.6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0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0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900000          "vol-79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7900101    0.000279      0.5            0.0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79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7900103    0.000046      0.0188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7900200    003     1.579e+05    323.2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910000          "vent-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910101  790010000  892000000   0.000279   0.0     0.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7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910301   402     608     5.0     1.0    14

*---------------------------------------------------------------------*

.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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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eg Break in the Room 1 for CANDU Fuel Test Mode

= 3-Pin Fuel Test Loop MARS Model (Version 2.2) for CANDU

* Large Break LOCA at Room 1 Hot Leg

* One Train One Safety Valve Operation

* IPS flow (V150) = 1.5485 kg/sec

*     95% of nominal flow (1.63 kg/sec)

* IPS inlet temperature (V150) = 282.2C (555.4K)

*     102% of nominal temperature (276.7C)

* IPS pressure for over-pressure accident (V413-11) = 10.302 MPa

*     102% of nominal pressure (10.1 MPa)

* IPS pressure for over-temperature accident (V413-11) = 9.898 MPa

*     98% of nominal pressure (10.1 MPa)

* Accum. pressure = 10.5545 MPa (Low P AL)

*     95% of nominal pressure (11.11 MPa)      

* Accum. water level = 2.614 m (Low L AL)

* Accum. temperature = 323.2 K

* WDT pressure = 0.1579MPa

* WDT level = 0.296 m (Low L AL)

* WDT temperature = 323.2 K

* Fuel power = 72.45 kW

*     105% of nominal fuel power (69.0 kW)

* Gamma heating of leg and flow divider = 8.975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8.548 kW)

* Gamma heating of IPS vessel = 36.861 kW

*     105% of nominal gamma heating (35.106 kW)

*----------------------------------------------------------------------

* Axial peaking factor = 1.24499

***********************************************************************

*---------------------------------------------------------------------*

*         problem type     problem option

0000100   restart            transnt

*---------------------------------------------------------------------*

*         run option

0000101      run

*---------------------------------------------------------------------*

*         input units      output units

0000102       si               si

*         restart number

0000103   63582

*---------------------------------------------------------------------*

*         limit 1     limit 2     cpu limit

0000105     5.0        10.0       100000.0

*---------------------------------------------------------------------*

*         ref. Volume     elevation     fluid     name

0000120    110010000       77.737         h2o       ftl

*---------------------------------------------------------------------*

*         end time  min dt  max dt  ssdoo  min edt  maj edt  restart

0000201     500.     1.0e-06  0.20   10003     5      300      300

0000202     530.     1.0e-50  0.002  10003    50     1000     1000

0000203     600.     1.0e-50  0.005  10003    50     1000     1000

0000204     800.     1.0e-50  0.01   10003    50     1000     1000

0000205    2300.     1.0e-50  0.05   10003    20     5000     5000

0000206   15000.     1.0e-50  0.05   10003    40    10000    10000

*=====================================================================*

*  minor edit variables                                               *

*=====================================================================*

*        code     parameter

0000301  cntrlvar  9

* pressure

0000302  p         110010000

0000303  p         310010000

0000304  p         310040000

0000305  p         310070000     

0000306  p         150010000

0000307  p         445010000

0000308  p         550100000

0000309  p         805010000

* massflow

0000310  mflowj    110010000

0000311  mflowj    220010000

0000312  mflowj    310010000

0000313  mflowj    310040000

0000314  mflowj    814010000

0000315  mflowj    854010000

0000316  mflowj    150010000

0000317  mflowj    445010000

0000318  mflowj    894010000

0000319  mflowj    805010000

* fuel clad temperature

0000321  httemp    310100111

0000322  httemp    310100211

0000323  httemp    310100311

0000324  httemp    310100411        300.0     1310.0     1      1

0000325  httemp    310100511

0000326  httemp    310100611

0000327  httemp    310100711

* void fraction

0000331  voidg     310010000

0000332  voidg     310020000

0000333  voidg     310030000

0000334  voidg     310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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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35  voidg     310050000

0000336  voidg     310060000

0000337  voidg     310070000

0000338  voidg     150010000

0000339  voidg     445010000

0000340  voidg     894010000

* dnbr

0000341  cntrlvar  31

0000342  cntrlvar  32

0000343  cntrlvar  33

0000344  cntrlvar  34

0000345  cntrlvar  35

****************************

* pressure

0000348  p         810010000       

0000349  p         850010000

0000350  p         920060000

* temperature

0000351  tempf     150010000  

0000352  tempf     210050000

0000353  tempf     310040000

0000354  tempf     445010000

0000355  tempf     805010000

0000356  tempf     920010000

0000357  tempg     920010000

0000358  tempg     920060000 

* bypass and disposal tank flow

0000359  mflowj    127000000

0000360  mflowj    899010000

0000361  mflowj    921000000

* fuel centerline temperature

0000362  httemp    310100101

0000363  httemp    310100201

0000364  httemp    310100301

0000365  httemp    310100401

0000366  httemp    310100501

0000367  httemp    310100601

0000368  httemp    310100701

* heat transfer mode

0000370  htmode    310100401

* critical heat flux

0000371  htchf     310100101

0000372  htchf     310100201

0000373  htchf     310100301

0000374  htchf     310100401

0000375  htchf     310100501

0000376  htchf     310100601

0000377  htchf     310100701

* heat flux

0000381  htrnr     310100101

0000382  htrnr     310100201

0000383  htrnr     310100301

0000384  htrnr     310100401

0000385  htrnr     310100501

0000386  htrnr     310100601

0000387  htrnr     310100701

* accumulator level

0000388  acvliq    810

0000389  acvliq    850

0000390  vlvarea   135

0000391  vlvarea   461

0000392  vlvarea   815

0000393  vlvarea   890

* evaluate break force load

0000395  mflowj   710000000

0000396  mflowj   720000000

0000397  p        996010000

0000398  tempg    996010000

*=====================================================================*

*  trip controls                                                      *

*=====================================================================*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401  time     0          gt  null     0          500.0    n * null

0000402  time     0          gt  null     0          1.0e+06 n * false

0000403  time     0          gt  timeof   401        1.0e+06 n * oldvt

0000404  time     0          gt  timeof   604        0.615   l * scram

0000405  time     0          gt  timeof   614        0.41    l * iso/acc/vt

0000407  time     0          gt  timeof   401        0.0     l * loopf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0000426  acvliq   810        lt  null       0       0.1365   n * tnk

0000427  acvliq   850        lt  null       0       0.1365   n * tnk

*--------------------------------------------------------------------*

* scram input trips

*        code     parameter  rel code     parameter  const.  l timeof

0000501  cntrlvar 501        gt  null       0        579.9   l * hitmp hanaro trip

0000502  cntrlvar 502        lt  null       0        1.304   l * loflo hanaro trip

0000503  cntrlvar 502        gt  null       0        1.8745  l * hiflo hanaro trip

0000504  cntrlvar 504        lt  null       0    8.9082e+06  l * loprs hanaro trip

0000505  cntrlvar 504        gt  null       0    11.11e+06   l * hiprs hanaro trip

*---------------------------------------------------------------------*

* ecws/isolation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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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11  cntrlvar 501        gt  null       0        582.9   l * hhtmp iso/ecws

0000512  cntrlvar 502        lt  null       0        0.978   l * llflo iso/ecws

0000513  cntrlvar 504        lt  null       0    8.4133e+06  l * llprs iso/escw

*---------------------------------------------------------------------*

* WDT rupture disk

0000424  p        920060000  gt  null       0    1.0798e+06 n * tnk

*---------------------------------------------------------------------*

* logical trip

0000608  426 or 427   n * accum. and wdt isolation

*=====================================================================*

*  normal loop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4640000          "vol-464"                branch

*---------------------------------------------------------------------*

*          NO. JUN       VEL/FLO

4640001       0             1

*          AREA          LENGTH         VOLUME

4640101    0.000909      0.580          0.0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464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4640103    0.000046      0.03402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4640200    003     9.92e+06     568.7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4670000          "jun-467"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4670101  464010000  465000000   9.09e-04   0.42    0.42    001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4670201  1          1.85         0.0         0.0

*        valve type

46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4670301  402     401      100.0   1.0

*=====================================================================*

*  up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100000          "brk-465"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100101  465000000  996000000   9.09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1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1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1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100301  401     402      100.0   0.0

*=====================================================================*

*  downstream break junctio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200000          "brk-464"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200101  464010000  996000000   9.09e-04   1.00    0.78    000100

*        subcooled  2-phase  superheated

*7200102  1.0        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200201  1           0.0         0.0         0.0

*        valve type

72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200301  401     402      100.0   0.0

*=====================================================================*

* room 1 break volume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9960000           "room-1"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9960101    0.0           10.0           123.23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9960102    0.0           90.0           10.0

*          ROUGHNESS     HYD DIAM       FE

9960103    0.0           3.96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quality (static)

9960200    004     1.01325e+05  323.2         0.0

*=====================================================================*

*  One Train Operation

*=====================================================================*

*  safety relief valve - psv-01b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020000          "psv-01b"                 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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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020101  445010000  805000000  4.387e-05   1.0     1.0     00010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020201  1           0.0         0.0         0.0

*        valve type

802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020301   402     401    100.0   0.0

*=====================================================================*

* accumulator discharge - one trai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70000          "acca-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70101  814010000  827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70000          "acca-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370101  827010000  840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70000          "accb-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570101  854010000  867000000   0.000151   3.11    3.1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70301   402    405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70000          "accb-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70101  867010000  88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7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7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70301   402     405     5.0     0.0    14

*=====================================================================*

*  ecw steam vent line - one train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10000          "vent-b"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10101  455010000  893000000   0.000279   6.29    6.51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10301   402     405     5.0    0.0    14

*---------------------------------------------------------------------*

*=====================================================================*

*  accumulator low level trip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150000          "acca-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150101  814010000  825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1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1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1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350000          "acca-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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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101  825010000  840000000   0.000151   2.03    2.03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3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3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3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550000          "accb-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550101  854010000  865000000   0.000151   2.84    2.84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5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5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55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750000          "accb-c"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750101  865010000  880000000   0.000151   3.92    3.92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750201  1           0.0         0.0         0.0

*        valve type

875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750301   402     608     5.0     1.0    14

*---------------------------------------------------------------------*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8900000          "vent-a"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8900101  455010000  790000000   0.000279   6.60    6.6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8900201  1           0.0         0.0         0.0

*        valve type

890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8900301   405     402     5.0     0.0    14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900000          "vol-790"                snglvol

*---------------------------------------------------------------------*

*          AREA          LENGTH         VOLUME

7900101    0.000279      0.5            0.0

*          HORZ ANGLE    VERT ANGLE     DELTA Z

7900102    0.0           0.0            0.0

*          ROUGHNESS     HYD DIAM       FE

7900103    0.000046      0.0188         00

*          EBT     PRESSURE     TEMPERATURE

7900200    003     1.579e+05    323.2

*---------------------------------------------------------------------*

*                component name         component type

7910000          "vent-d"                  valve

*---------------------------------------------------------------------*

*        from       to          area      f loss  r loss   fvcahs

7910101  790010000  892000000   0.000279   0.0     0.0     000110

*        vel/flw    f velocity  g velocity  j velocity

7910201  1           0.0         0.0         0.0

*        valve type

7910300  mtrvlv

*        open    close    rate    ip    table

7910301   402     608     5.0     1.0    14

*---------------------------------------------------------------------*

.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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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연료 개발에 요구되는 연소 및 핵연료 조사시험의 필요성 증대에 힘입어 핵연료 노내조

사시험설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 설비는 가압경수로 및 중수로의 상용로와 같은 고온 고압의 

시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설계기준사고에서 

노내시험부의 열출력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냉각 성능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3-Pin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의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를 다루

고 있다. MARS 코드를 이용하여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 사고 발생시 핵연료시험설비

의 비상냉각성능과 시험 핵연료의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를 예측하 다. 제1기기실 내 주냉

각수펌프 후단 배관과 주냉각기 전단 배관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배관 파

단은 양단파단을 가정하 고, 배출계수 0.1, 0.33, 0.67, 1.0에 대하여 계산하 다.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에 대형냉각수상실사고가 나는 경우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734.7℃이고 고온관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이었다. 반면에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운전 중에 대형냉각수상실사고가 나는 경우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의 최대 값은 850.4℃이

고 저온관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이었다. 두 경우 모두 첨두 핵연료피복재 온도는 1204℃

보다 작아야 한다는 가압경수로 핵연료 설계 요건을 만족한다.

 주제명 키워드 :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 MARS, 대형냉각수상실사고, 하나로,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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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el Test Loop(FTL) has been developed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on fuel 

irradiation and burn up test required the development of new fuels in Korea. It is 

designed to provide the test conditions of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like the 

commercial PWR and CANDU power plants. And also the FTL have the cooling 

capability to sufficiently remove the thermal power of the in-pile test section for normal 

operation,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AOOs), and design basis accidents(DBAs).

This report deals with the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s (LBLOCAs) in the 

Room 1 for the 3-pin fuel test loop. The MARS code has been used for the prediction of 

the emergency core cooling capability of the FTL and the peak cladding temperature of 

the test fuels for the LBLOCAs. The location of the pipe break is assumed at the 

downstream of the main cooling water pump and the upstream of the main cooler in the 

room 1. 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is assumed for the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s. The discharge coefficients of 0.1, 0.33, 0.67, 1.0 are investigated for the 

LBLOCAs. The maximum peak cladding temperature (PCT) is predicted to be about 734.

7℃ for the PWR fuel test mode and 850.4℃ for the CANDU fuel test mode respectively. 

The maximum peak cladding temperatures meet the design criterion of commercial PWR 

fuel that the maximum PCT is lower than 1204℃.

 Subject Keywords : FTL, MARS, LBLOCA, HANARO,

                     PWR fuel test mode, CANDU fuel test mode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계통 설명
	2.1 유체계통 요약
	2.2 제어계통
	2.2.1 비안전관련 제어계통
	2.2.2 안전관련 제어계통
	3.1 MARS Nodalization
	3.2 제1기기실의 배관 파단 위치 및 모델링
	3.3 제1기기실 모델링
	3.4 하나로의 긴급정지 설정치
	3.5 핵연료시험설비의 안전정지 설정치
	3.6 사고해석 초기 조건
	3.6.1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3.6.2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제 3 장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 모델링
	제 4 장 제1기기실 내 대형냉각수상실사고 해석 결과
	4.1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4.1.1 저온관 양단파단사고
	4.1.2 고온관 양단파단사고

	4.2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
	4.2.1 저온관 양단파단사고
	4.2.2 고온관 양단파단사고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A : 가압경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 제1기기실 내 LBLOCA시 MARS 입력
	부록 B : 중수로 핵연료 시험모드에서 제1기기실 내 LBLOCA시 MARS 입력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