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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사고 시 APR1400 격납건물 내 수소 거동  제어에 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발 소의 설계기 사고뿐만 아니라 원자로 노심이 용융되는 가상

인 사고에 해서도 건 성을 유지하기 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노심의 열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핵연료피복재로 

사용되는 지르칼로이등과 같은 속이 고온상태에서 수증기와 산화반응을 하여 

수소가 만들어지며, 특히 노심용융 사고에서는 다량의 수소가 원자로에서 생성

되어 원자로 격납건물 내로 방출된다. 격납건물로 방출된 수소에 의도  혹은 

자발 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화염의 가속으로 인하여 격납건물에 매우 

큰 충격력을  수 있는 수소폭발(deton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격납건물 내

에서 이와 같은 격한 수소연소를 방지하기 하여 혹은 이런 상이 발생할 

수 없음을 보이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1차원 유로로 연결된 

단순화된(lumped) 몇 개의 노드를 이용해 해석하는 lumped-parameter(LP) 

기법은 빠른 계산시간을 이용해 장기 사고경 의 해석이 용이하고 격납건물 

체 혹은 각 격실별로 평균된 수소의 농도를 악하는 데는 유용하기 때문에 지

도 격납건물의 건 성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

다. 그러나 격납건물 내부는 배 계통처럼 유로가 1차원 으로 제한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 노드 간에 연결된 유로에서 항상 유로에 평행한 유속만을 

정의하는 LP 기법은 3차원  유동구조를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격실

(노드)의 평균된 값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제어기구의 최  치선정

을 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설계된 차세 원 인 

APR1400의 격납건물 내에서 사고 시 수소의 3차원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격납건물 내의 수소거동에 한 상을 이해하고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

가하고자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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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APR1400에서 표  사고 

즉,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수완 상실사고, 그리고 원상실사고 등에 하

여 해석을 수행하고 수소의 거동을 평가하 다. 사고별로 GASFLOW 해석을 통

하여 수소거동  격납건물 내 격실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혼합 구름의 연소특성

을 평가하여 음속연소로의 천이 가능성을 평가하 다.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에 해서는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해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 으며 각각에 한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 수완

상실사고와 원상실사고에서는 IRWST 내에서 수소의 방출이 이루어지고, 특

히 APR1400은 IRWST의 환기구에 립 형태의 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랩

이 IRWST 내의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GASFLOW 코드에 랩 모델을 도입하여 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하

여 수치해석을 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SBLOCA) 시에는 수소 화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 단부에서 방출된 수소는 수직 채 형태의 증기발생기 격실을 따라 돔 

역까지 상승하여 돔 역에 정체된 고농도의 수증기 구름과 섞이거나 혹은 이 

수증기 구름을 돔 역 아래의 상부격실로 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돔 역에 형성된 수소 혼합기체는 수소의 농도가 높고 구름의 크기가 커서 수

소화염의 가속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BLOCA 시 격납건물 

내에 설치된 26 기의 PAR(FR90 1-1500모델)는 수소가 방출되기 시작한 후부

터 3,000  동안 약 103kg의 수소를 제거하 으며 체 PAR의 수소제거율은 

최  40g/s 정도 다. 증기발생기 격실에 설치된 수소 화기는 GASFLOW 해석

결과 SBLOCA 시 온  단부에서 다량으로 방출되는 수소를 효과 으로 제

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단부에서 방출된 수소

는 화기에 의하여 화되어 단부 근처에서 정지된 화염형태로 연소되었다. 

방출된 수소는 거의 부분 연소되었으며 단부가 있는 증기발생기 격실에서의 

평균 수소농도는 2 vol% 이하를 유지하 고 돔 역에서는 거의 수소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연소에 의하여 단부 근처에 만들어진 정지화염

은 수소가 방출되는 약 1,000  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본 계산 결과에서는 

RCP 펌  표면의 온도가 1,000K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기발생기 격

실 내에 형성된 정지화염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RCP 펌  등과 같은 주요 장

비들에 달되는 열부하가 매우 크리라 단된다.

  수완 상실사고 시 IRWST 환기구에 설치된 랩 형태의 퍼는 IRWST의 

유동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소제어 에서 정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RWST 환기구에 랩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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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시기에 IRWST 내부의 수증기 농도가 낮고 산소가 지속 으로 공 되

어 수소혼합 기체는 연소발생시 화염의 가속  DDT로의 천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랩이 있는 경우에는 수소방출 시기에 고농도의 수증기와 

산소의 기근으로 수소연소가 불가능하 다. 

  원상실사고 시에는 수완 상실사고와 비교하여 IRWST의 스 를 통하여 

수증기와 수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방출되어 거의 모든 수증기가 IRWST의 연

료재장 수에서 응축되고 수소만 방출된다. 이 사고 경 에 하여  GASFLOW

로 해석한 결과 IRWST, 환형격실  RDT 격실 등에서 수소연소 발생 시 화염이 가

속되어 음속 연소로 천이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sigma, d/7l 값이 1보다 높은 역

이 수 분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WST 내부에 설치된 PAR와 수소 화

기는 IRWST의 기하학  특성 즉 유로(flow path)가 매우 길고 폐되어 있는 공간

이라는 면과 원상실사고 시 수소의 방출 패턴을 고려할 때 화염가속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의 수소제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APR1400에 채택된 수소제어 략의 유효성을 평가하 으

며 격납건물과 같은 구조물 내에서 수소의 3차원 거동분석  수소안 성을 평

가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술은 APR1400의 

수소제어기구의 개선  최 화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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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uring a hypothetical severe accident in a nuclear power plant (NPP), 

hydrogen is generated by the active reaction of fuel-cladding and steam i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nd released with steam into the containment. In 

order to mitigate hydrogen hazards possibly occurred in the NPP containment, 

hydrogen mitigation system (HMS) is usually adopted. The design of the 

APR1400, next generation NPP designed in Korea, specifies 26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PAR) and 10 igniters installed in the containment 

for the hydrogen mitigation. The Hydrogen mitigation system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because a huge amount of hydrogen is generated and released 

into the containment in a very short time especially for the severe accident. 

  When the hydrogen released in the containment is ignited intentionally 

or spontaneously, the flame could be accelerated and lead to impulsive 

pressure loads which threaten the integri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Many effor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show that this kind of very fast 

deflagration or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DDT) could not 

happen in the containment and to prevent the flame acceleration

  The hydrogen safety problems in NPP containments so far have mostly 

been analyzed in coupled volume approaches by the so called lumped 

parameter (LP) codes. But with the LP code analysis, it is possible to lose a 

3-dimensional flow pattern occurred in the containment during the hydrogen 

release because the containment geometry is not like a networked pipe. 

  In order to analyze the hydrogen distribution during selected accidents 

in the APR1400 containment, the GASFLOW code was used, which is a 

finite-volume computer code to solve time-dependent 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with multiple gas species in a three-dimensional 

computational domain. The source of the hydrogen and steam for the 

GASFLOW analysis was obtained from MAAP calculations. The selected 

accident scenarios are small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SBLOC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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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of feed water (TLOFW) accident, and station blackout (SBO) accident 

which are commonly-studied scenarios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

  For the SBLOCA selected in this study, hydrogen was accumulated in 

the containment dome region quickly when only PARSs were used. When 

hydrogen starts to blow out, steam inertization was not so sufficient that 

the hydrogen cloud rapidly reached flammable conditions in which the 

igniters can be suitably used for the hydrogen mitigation. It was 

calculated that the glow-type igniters were turned on. A standing flame 

was made around the upper part of the reactor coolant pump by the 

igniter installed in the steam generator room with a source. The standing 

flame burnt most of the hydrogen blown-out, and the hydrogen 

concentration in the containment was below 2 vol%. In this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igniters are very effective for the fast hydrogen 

release in the steam generator room. But in view of the thermal load on 

the containment and equipment survivability from the standing flam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rmal behaviors with the GASFLOW code in detail.

  The GASFLOW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or the TLOFW accident 

which is beyond design-based accidents (DBA). During the accident, a 

huge amount of hot water, steam, and hydrogen is released in the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IRWST). The current design 

of the APR1400 includes flap-type pressure dampers at the IRWST vents 

which are opened according to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he IRWST. It was found that the flaps strongly affects the flow 

structure of the steam and hydrogen in the containment. The possibilities 

of a flame acceleration and DDT were evaluated by using Sigma-Lambda 

criteria in this study. This study shows that the DDT possibility is heavily 

reduced in the IRWST compartment when the flaps are installed.

  The GASFLOW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o know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ydrogen mitigation strategy in the case of the SBO accident. 

In that case, dry hydrogen is released into the free volume of the IRWST 

because most of the discharged steam is condensed in the refueling water 

of the IRWST by its sub-cooling. From the GASFLOW results, it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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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igma and d/7λ indices which mean the possibilities of flame 

acceleration and DDT are larger than 1 for a few minutes in some 

compartments such as the IRWST, annular compartment above the IRWST 

and the reactor drain tank (RDT) room. And it is thought that the 

hydrogen mitigation strategy reflected in the current design is not 

effective for the SBO accident. In this study, two design modifications 

were proposed in view of the hydrogen mitigation strategy and their 

effectiveness was evaluated by the GASFLOW analysis. One of them is to 

install igniters in the annular compartment in order to burn the hydrogen 

released from the vent holes of the IRWST. The other one is to use the 

concept of water confinement in the IRWST by the compartmentalization 

of the IRWST. For the first modified design, standing flames were 

developed above the vent holes of the IRWST. Most of the released 

hydrogen was burnt in this case, but it is thought that thermal loads from 

the standing flames are considerable and the equipment located in the 

annular compartment need to be protected. With the second modified 

design, a huge amount of steam was released into the IRWST and went 

into the annular compartment. By the steam-rich condition of the gas 

mixture, DDT possibility was heavi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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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 배경 

  원자력발 소의 설계기 사고뿐만 아니라 원자로 노심이 용융되는 가상 인 

사고에 해서도 건 성을 유지하기 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노심의 열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핵연료피복재로 사용

되는 지르칼로이와 같은 속이 고온상태에서 수증기와 산화반응을 하여 수소가 

만들어진다. 특히 노심용융 사고에서는 다량의 수소가 원자로에서 생성되어 원자

로 격납건물 내로 방출된다. 격납건물로 방출된 수소에 의도  혹은 자발 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화염의 가속으로 인하여 격납건물에 매우 큰 충격력을  

수 있는 격한 수소연소(수소폭발, detonation)가 일어날 수 있다. 격납건물 내

에서 이와 같은 수소연소를 방지하기 하여 혹은 이런 상이 발생할 수 없음

을 보이기 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와 같이 사고 시에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수소의 폭발 으로부터 격납건물을 

보호하기 하여 피동 매식 수소재결합기(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PAR) 혹은 수소 화기 등을 설치하여 수소의 농도를 제어한다. 특히 사고 시

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수소가 생성되어 격납건물로 방출되기 때문에 수소제

어기구(hydrogen mitigation system, HMS)가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

국에서 설계된 1400MW의 발 용량을 가진 원자력 발 소인 APR1400은 설계기

사고  사고 시 발생하는 수소의 제어 혹은 안정 인 제거를 하여 26개

의 PAR와 10개의 백열식 화기를 설계에 반 하고 있다[2].  

  격납건물과 같이 구조 으로 복잡하고 큰 공간 내에서 수천에서 수만  동안 

진행되는 사고 상을 수치 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

에 오랫동안 1차원 유로로 연결된 단순화된(lumped) 몇 개의 노드를 이용해 해

석하는 lumped-parameter(LP) 코드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3,4]. LP 기법은 빠

른 계산시간을 이용해 장기 사고경 의 해석이 용이하고 격납건물 체 혹은 각 

격실별로 평균된 수소의 농도를 악하는 데는 유용하기 때문에 지 도 격납건

물의 건 성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격납

건물 내부는 배 계통처럼 유로가 1차원 으로 제한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 

노드 간에 연결된 유로에서 항상 유로에 평행한 유속만을 정의하는 LP 기법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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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유동구조를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격실(노드)의 평균된 값만을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제어기구의 최  치선정을 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최근에는 격납건물 내의 수소 거동에 한 상세 정보를 얻기 하여 CFD 기법

을 용하고 있다. Royl등[5]은 GASFLOW[6] 코드를 이용하여 독일 Konvoi형 

원자력발 소 격납건물 내의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을 분석하고 LP 코드의 결과

와 비교하 다. Houkema등[7]은 상용 CFD 코드인 CFX와 LP 코드의 결과를 

비교하 으며, 수소방출 기에 수소의 불균일한 분포를 측하기 해서는 3차

원 코드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재까지 APR1400의 사고 시에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거동  분포와 수

소안 성에 한 연구는 주로 MAAP등과 같은 LP 모델에 의존하 다. 참고문헌 

[2]에서는 MAAP 코드를 이용하여 표 인 사고에 하여 격납건물의 수

소 건 성을 평가하 으며, 이병철 등[8]은 GOTHIC 코드를 이용하여 IRWST를 

포함한 APR1400 격납건물 내 수소 거동  수소제어에 하여 연구를 하 다. 

최근에 김한철 등[9]은 APR1400의 상상실사고에 하여 MELCOR 코드를 이

용하여 노내  노외의 물리  상을 동시에 해석하고 주요 격실에서 DDT 가

능성을 평가하 다. 

  APR1400은 고압사고를 비하여 안 감압장치(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SDS)를 두고 있는데 IRWST는 그 의 일부로 방출 소스(source)가 최

종 으로 모이는 곳이다. APR1400은 수완 상실(total loss of feed water, 

TLOFW) 사고, 원상실(station blackout, SBO) 등 고압사고 시에 가압기의 안

감압밸 인 POSRV(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를 통해 격납건물

내연료재장 수탱크(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IRWST) 내

로 냉각재와 함께 원자로 노심에서 생성된 수증기  수소도 방출된다. IRWST

는 동심원통의 큰 격실이며 상부에 있는 네 개의 환기구를 제외하면 폐된 공

간이므로 사고 시 방출되는 수소와 수증기의 거동이 매우 요하다. 지 까지 

APR1400의 TLOFW 사고에 하여 LP 코드를 이용한 해석[8]  다차원 코드

를 이용한 부분 인 3차원 해석[10]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IRWST를 

포함한 격납건물 체의 3차원 해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 다. APR1400의 

IRWST 환기구에는 IRWST 내외의 압력차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랩(flap) 형

태의 퍼(pressure relief damper)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랩은 양방향

으로 열리는 장치로서 정상 운  시에는 닫 있지만 연료재장 을 하여 연료

재장 수가 IRWST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부압에 의하여 랩이 열리고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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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된다. 반 로 사고 시에는 수증기와 수소가 IRWST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며 이로 인해 랩이 열려 IRWST 내부의 수증기와 수소가 

밖으로 배출된다. 랩은 이와 같이 과도한 압력이 걸리는 것을 막기 하여 설

치된 장치이지만 사고 시 수소의 거동에 직 으로 여하기 때문에 수소의 제

어 측면에서 요하게 인식되어져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lumped 해석이나  3

차원 해석에서는 랩의 향이 정확이 모의 되지 않았다. 이것은 랩으로 인한 

수소  수증기의 3차원 거동을 완 히 모의하기에는 기존의 해석 방법으로는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 2   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 Los Alamos 연구소와 독일 Forschungszentrum Karlsruhe 

(FzK) 연구소에서 개발한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APR1400에서 표  

사고 즉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수완 상실사고, 그리고 원상실사고 등

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수소의 거동을 평가하 다. 이 사고는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한 순

간 수소방출률이 매우 높아서 수소제어 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사고들

이다. 

  수소의 방출지 을 기 으로 보면,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는 증기발생기 격실

에 있는 고온  혹은 온 의 단부에서 수소가 방출되고, 수완 상실사고와 

원상실사고는 가압기의 안 감압밸 인 POSRV를 통해 IRWST의 스 로 수

소가 방출된다. 

  APR1400의 설계에 반 된 수소제어기구는 능동형인 수소 화기와 피동형인 

PAR로 구분할 수 있다. 수소 화기는 사고 시에 격납건물 내에서 수집되는 물리

 정보 즉 수소농도, 압력, 온도 등에 근거한 운 원(operator)의 단에 의하

여 운 원이 직  작동시키는 능동형 장치이며, PAR는 사고의 유무와 계없이 

항상 작동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운 원에게 단이나 결정이 필요 없는 장치이

다.  GASFLOW 코드를 이용한 사고 해석에서도 PAR는 항상 작동되도록 모의

하 지만, 수소 화기는 작동여부가 운 원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것의 작동을 

해서는 원이 공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진행되는 에 한 시기에 

화기가 작동되는가 하는 것에 한 확률론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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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나리오별로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해석

하여 비교하는 식으로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별로 GASFLOW 해석을 통하여 수소거동  격납건물 내 

격실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혼합 구름의 연소특성을 평가하여 음속연소로의 천

이(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DDT) 가능성을 평가하 다. 소형 단

냉각재상실사고에 해서는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를 해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 으며 각각에 한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

가하 다. 수완 상실사고와 원상실사고에서는 IRWST 내에서 수소의 방출

이 이루어지고, 특히 APR1400은 IRWST의 환기구에 립 형태의 퍼가 설치

되어 있으므로 랩이 IRWST 내의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기 하여 GASFLOW 코드에 랩 모델을 도입하여 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하여 수치해석을 하 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GASFLOW 코드의 수치기법과 수소거동을 해석하기 하여 사

용된 물리  모델을 개 으로 서술하 다.

  제 3장에서는 GASFLOW 해석을 하여 상원 인 APR1400의 격납건물 모

델링과 격자생성에 하여 서술하 다.

  제 4장에서는 GASFLOW 코드를 이용한 해석 결과를 다루었으며, 제 1 에서

는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시 수소의 3차원 거동과 수소제어기구의 효과를 기

술하 다. 제 2장에서는 수완 상실사고 시 IRWST로 방출되는 수증기와 수소

의 거동을 해석하고 IRWST 환기구에 설치된 랩 형태의 퍼가 수소거동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 제 3장에서는 원상실사고를 다루었으며 기존 

APR1400의 수소제어 가능성을 평가하고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 다.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과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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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GASFLOW 코드

  본 연구에서 사용한 GASFLOW 코드는 미국 Los Alamos 연구소에서 만든 

HMS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그 후 독일 Forschungszentrum 

Karlsruhe(FzK) 연구소에서 개선되었다. 본 장에서는 GASFLOW 코드에 사용된 

수치 알고리즘과 물리 모델들에 하여 간단히 언 할 것이며 이산화

(discretisation) 과정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문헌[6]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 1   수치 기법과 모델 

  APR1400 격납건물 내의  3차원 열유동을 해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GASFLOW[5] 코드를 사용하 다. GASFLOW 코드는 직각격자 유한체 법을 

이용하여 비정상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산화하며 ICED-ALE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해를 구한다. 

  원자력발 소의 사고 시에 격납건물 내로 고온의 수증기와 수소가 방출되고 

방출된 고온의 수증기는 격납건물 내의 열역학  상태(온도와 압력 등)에 따라 

응축을 하게 되며, 류, 도  복사에 의하여 격납건물 내의 장애물(콘크리트, 

철, 수조의 물 등)과 열 달을 한다. 그리고 PAR나 화기에 의하여 수소는 산

소와 화학  반응을 하며 열과 수증기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을 모

의하기 하여 GASFLOW 코드는 많은 물리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수소(H2), 질소(N2) 산소(O2), 수증기(H2O), 물 액 (H2Ol) 등 5개 성분(화

학종, species)의 화학종 수송방정식과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내부에 지방

정식 등을 기본방정식으로 하며, 상태방정식을 보조방정식으로 사용한다. 

              d
dt

⌠
⌡
V
ΦdV=

⌠
⌡○
S
Φ( b- u)AdS+

⌠
⌡
V
S ΦdV                      (1)

                     

식 (1)은 격자속도 b 로 움직이는 표면  S(면 벡터 A) 로 둘러싸인 검사체  

V에 하여 유체속도 u의 일반변수 Φ를 ALE(arbitrary Lagrangian and 

Eulerian) 개념으로 분한 보존방정식이다. 이 식은 b=u이면 라그랑지 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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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0이면 오일러 형이 된다. 물성치의 생성(source)과 소멸(sink)을 나타내는 

SΦ
는 Φ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비응축(non-condensible) 가스인 수소 등의 

화학종 수송방정식은 농도구배에 의한 질량확산(mass diffusion)과 화학반응에 

의한 그 질량의 생성과 소멸률을 포함하며, 응축 가스인 수증기는 비응축 가스의 

소스에 응축과 증발의 상변화율을 더한 것이 된다. 수증기의 응축에 의하여 생성

되어 산존하는(dispersed phase) 액 은 균질평형모델(HEM, homogeneous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비압축성 연속체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GASFLOW 코드의 HEM은 각 검사체  내에서 모든 화학종의 기체와 액

이 균일하게(well mixed) 분포하고 열 으로 평형상태에 있다는 가정으로 액

과 기체에 하여 단일한 속도와 온도를 갖는다. 검사체  내부 혹은 구조물의 

벽면에서 응축된 액 의 양이 한계값보다 증가하면 필름이나 rainout 형태로 소

멸(depletion)된다. 

  에 지보존방정식은 내부에 지를 변수로 하며, 소스항에는 도와 복사에 의

한 열 달, 화학종의 물질확산에 의한 엔탈피 수송, 화학반응에 의한 반응열(발

열, 흡열), 그리고 응축과 증발의 상변화열 등을 포함한다. 내부 구조물에서의 열

달은 열 도방정식을 풀어서 모의하며 그 벽면에서의 온도는 인 한 셀로부터 

달되는 열속( 류, 응축, 증발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사고 시에 격납건물 내

로 방출되는 수증기는 고온 상태이므로 상온의 격납건물 내 구조물 혹은 외벽과

의 복사열 달을 무시할 수 없다. 일반 으로 격납건물 내 사고 시에 복사를 고

려한 경우가 복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수증기의 응축이 많이 일어나

게 되며 이로 인하여 격납건물 내 압력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 GASFLOW 

코드에는 복사열 달을 모의하기 하여 P-N 구조화법(spherical harmonics 

method) 의 P-1 근사법을 포함하고 있다. 비산란(non-scattering), 회색기체

(gray gas)의 가정 하에 구면 조화수열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복사방정식은 복사

에 지 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푸아송(Poisson) 방정식이기 때문에 유동해석격

자에서 동일한 수치기법으로 이산화가 가능하다. P-1 근사법은 수치 으로 효율

이며 특히 학두께(optical thickness)가 두꺼운 경우에 한 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하학 으로 복잡한 역에 해서도 쉽게 용

할 수 있다.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의하기 

하여 1단계 finite-rate 화학반응 모델을 사용한다. 격납건물과 같이 큰 구조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연소의 화염구조를 상세해석하는 것은 방 한 격자를 요구

하며 특히 화학반응의 시간척도(time scale)가 유동장의 시간척도에 비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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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순한 화학반응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인 방

법이다.

  GASFLOW 코드는 난류유동 해석을 하여 혼합거리에 기 한 산술 모델과 

벽면함수를 이용한 k-ε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유동장 해석을 하여 

GASFLOW 코드는 ICED-AL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ICED-ALE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에서는 격자가 유체와 같은 속도( b=u)로 이동하기 때문

에 모든 방정식에서 류 럭스는 없고 단지 소스항을 이용하여 외재 으로 시

간 분을 한다. 1단계 분에서 운동량방정식의 압력구배항을 외재 으로 처리

하 기 때문에 연속법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장을 얻게 되며, 2단계에서는 

운동량방정식과 질량보존방정식을 조합하여 구한 푸아송 형태의 압력방정식을 

풀어서 연속법칙을 만족하는 압력장을 구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유체와 

같이 이동한 격자를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단계로 rezoning phase라고 불

린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구조물 내의 유동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동된 격자

를 원래의 치로 되돌리는 remapping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격자의 이동에 의

해 발생되는 류 럭스를 외재 인 방법으로 더하여 새로운 시간 단계에서의 

해를 구하게 된다.    

  GASFLOW 코드는 엔진 연소 해석 코드인 KIVA와 마찬가지로 LANL에서 

ICED-ALE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FzK에서 Fortran90으로 개선되

었다. 비정상상태의 장기(long-term) 사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컴퓨  자

원을 필요로 한다. 인텔의 펜티엄4 2기가 리 스 PC를 이용하여 10000 의 

APR1400 사고경 를 해석하는데 2000CPU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시간을 이기 하여 코드를 KISTI 소재 NEC-SX6 벡터형 수퍼컴에 맞

게 벡터화를 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제 2   화염가속 평가 

  격납건물 내부에는 복잡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런 

구조물에 의하여 격납건물은 여러 개의 작은 격실(compartment)로 나뉘어 진다. 

이런 격실에서는 수소연소가 발생하면 벽면과 화염 자체에서 발생되는 난류와 

구조물에 의해 반사되는 연소 압력  등의 향으로 화염이 가속(flame 

acceleration, FA)되고 결국 음속연소(detonation)로 천이(DDT, deflagr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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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onation transition)된다. 이와 같은 화염의 가속과 DDT를 수치 으로 직  해

석하기 해서는 매우 작은 시간 , 공간  스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납건물

과 같은 형 구조물에서는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sigma-lambda( σ-λ)[11] 두 라미터를 이용하여 격실에 형성된 가연 혼합기

체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화염가속은 기체의 성분비, 난류강도, 구조물의 길이 등에 향을 받으며, 이 

화염가속 가능성은 혼합기체의 연소팽창률인 σ 값으로 평가한다.

                       σ
index=

σ( xH2, xH2O, xO2,T)

σ
critical( xH2, xO2,T)

                         (2)

           

Fig. 2-1 Combustion regime as a function of expansion ratio σ  and initial 

temperature Tu. Black points show fast combustion regimes, and gray points 

show slow combustion regimes from Breitung (1999)[11]

식 (2)는 실험에서 얻어진 σ critical(Fig. 2-1 참조)을 이용하여 σ index를 구하는 수

식으로, σ index > 1 이면 화염이 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x는 기체 

성분의 질량분율(mass fraction)을 의미한다. DDT 평가는 FZK-KI 실험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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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D/7λ[12]를 이용한다. D는 혼합기체의 특성길이이고, λ는 음속연소의 cell 

size로서 기체의 구성비, 압력, 온도 등의 함수이다. DDT 지수 혹은 D/7λ 값이 

1보다 크면 DDT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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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PR1400 격납건물 모델링

  GASFLOW를 포함한 부분의 CFD 코드는 field simulation이라는 기본 개념

에서 출발하며, 이 field는 열, 유동  물질 확산의 장을 의미한다.  이 열  유

동장을 CFD 코드로 해석을 하기 해서는 그 심 역에 하여 수치 분(혹

은 차분)이 가능하도록 이산화 즉 nodalization (혹은 meshing) 작업이 선행된

다. 이것을 보통 격자생성이라고 부르며 격자의 구조, 노드(혹은 셀)의 모양 등은 

사용하고자 하는 CFD 코드의 수치기법과 직 으로 연 되어 있다. 재까지 

개발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격자 생성기법에는 직각 격자 기법(Cartesian, 

cylindrical, spherical 등), 경계 착(body-fitted) 격자 기법, 비정렬

(unstructured 혹은 finite element) 격자 기법, 첩(overlapping) 격자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때로는 여러 기법을 혼합한 혼합형 기법도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격자 기법은 장단 을 가지고 있으며, 풀고자 하는 문제의 물리  기하학

 특성에 따라  하나의 격자 기법이 선정되면 이 기법을 기반으로 CFD 코드가 

만들어지게 된다. GASFLOW는 가장 고 인 직각 격자 기법에 기반을 둔 코드

로 Cartesian과 cylindrical 격자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각 격자 기법의 

가장 큰 장 은 CFD 코드의 개발이 다른 격자 기법에 비하여 쉽다는 것으로 

CFD 개발 역사의 기에 만들어진 부분의 코드들이 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직각 격자 기법은 격자의 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수치  오차

(numerical diffusion)을 막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모양의 해

석 역에 해서는 격자의 생성이 쉽고 빠른 반면에 복잡한 구조를 갖거나 직각

의 선이나 면으로 표 하기 어려운 일반 곡면을 갖는 형상에 하여 격자를 생성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격자의 노드 수를 무한 로 늘린다면 어떤 

형상의 경계면도 직각격자로 이산화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시 인

(visual한) 문제는 아니고 해석하고자 하는 물리  상의 스 일과 련을 가지

고 단을 하는 것이 공학 인 에서 타당하다. 일반 곡면을 갖는 형상에 

하여 직각 격자를 생성하면 계단 모양의 수치 경계면이 생성되어 물리 으로 매

끈한 실제 경계면과 차이가 있다. 직각 격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계단 모양의 

수치 경계는 체 격자의 노드 수에 따라 그 높이가 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유동의 특성 즉 경계층의 발달  두께 등을 고려하여 격자의 노드 수를 정하

는 것이 일반 이다. 최근에는 경계에 물려 있는 셀의 내부에 실제 경계를 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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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건을 처리하는 방법(FAVOR)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GASFLOW를 이용한 격납건물 내의 수소거동을 해석하는 경우, 격납건물 내 구

조물은 복잡한 형상과 배치를 하고 있으므로 직각 격자의 생성도 쉬운 일은 아니

다. 직각 격자 기법에서는 해석 역 내부에 있는 물체에 해서는 노드 블록킹

(node blocking) 방법을 사용한다. 먼  해석 역 체에 하여 격자  분포를 

결정하여 격자를 생성한 뒤, 해석 역 내부에 있는 물체 상에 놓인 노드를 찾아서 

CFD 코드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해석 역 내부에 물체 혹

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직각 격자 기법이 매우 빠르게 격자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애물이 포함된 유동장에서는 장애물에 포함된 격자 노드를 찾아서 

마킹하는 것이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해석 역 내부의 모든 구조물에 한 3차원 

형상의 CAD 자료가 있는 경우 컴퓨터 그래픽스의 불리언(Boolean) 연산을 통하여 

수치 격자의 노드가 구조물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단하는 방법도 개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격납건물 내 수소 거동을 해석하기 하여 고 인 형태의 2차원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격자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먼  격납건물의 2차원 

단면도를 입수하여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

여 결정되고 구성된 격자의 2차원 단면 그림과 단면도를 컴퓨터 상에서 첩시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구조물 에 놓인 노드를 찾아 마킹한다. 

GUI를 활용한 이 방법은 3차원 구조물을 높이 방향으로 여러 개의 2차원 단면에서 

기하학  모델링(geometric modeling 즉 벽, 천정과 같은 내부 구조물  주요 장

치들에 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3차원 형상의 해석 역을 2차원 으로 모델링

하기 때문에 여 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반면 GUI를 활용함으로써 GUI를 사용

하지 않는 방법에 비하여 많은 사용자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GASFLOW 해석을 하여 이 GUI를 사용하여 APR1400을 모델링한 것에 하여 

기술하 다.

제 1   APR1400 격납건물 구조   

  1400MWe의 발 용량을 가진 APR1400은 두 개의 주냉각재 순환 루 를 가지

고 있으며 각각의 루 는 한 개의 증기발생기(S/G)와 두 개의 냉각재 펌 로 구성

되어 있다. 격납건물 심부에 원자로가 치하며 2개의 증기 발생기가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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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칭으로 놓여 있고, 증기발생기 좌우에 두 개의 냉각재 펌 가 

치해 있다. 원자로는 육면체 블록 형상의 1차 차폐벽(primary shield wall)으로 차

폐되어 있다. 1차 차폐벽 내부는 여러 가지 목 으로 사용되는 빈 공간인 공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로 아래에는 원자로 공동 (reactor cavity)이 있고 이 격실은 

코륨 챔버 (corium chamber)와 노심 물성치를 측정하는 장치를 보호하는 이 원

자로 하반구에서 나와서 격납건물 상부로 지나가는 ICI (In-core instrumentation) 

chase라고 불리는 격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의 우측으로 Hold-up 

volume tank라고 불리는 격실이 치하고 있다. 1차 차폐벽은 설계기  높이 156 

ft에 있는 주 작업 데크 (operating deck)와 수직으로 이어진다. 작업 데크에서 아래

로 볼 때 1차 차폐벽 내부는 핵연료 재장 시 물이 들어가는 큰 공동이 자리하고 있

다. 1차 차폐벽과 2차 차폐벽 사이에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  그리고 가압기가 

치한다. 2차 차폐벽은 격납건물 외벽과 마찬가지로 환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2

차 차폐벽과 격납건물 외벽 사이에 있는 환형 격실에서 내부로 근할 수 있도록 통

로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 환형 격실에는 reactor drain tank (RDT), let-down 

heat exchanger (LHE), 안 주입 탱크(safety injection tank, SIT) 등의 장치들과 

여러 밸  격실이 치한다. APR1400 원자력 발 소 격납건물은 에 언 된 주요 

장비들과 격실들뿐 아니라 기타 보조 인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물

이다. Fig. 3-1은 APR1400의 수직 단면도로서 서로 직각인 두 수직 단면에서 본 

격납건물 내부의 모습을 보여 다. Fig. 3-2는 APR1400의 수평 단면도이며, 각 단

면도 에 표기된 수치는 설계기  높이로 단 는 피트이다. Fig. 3-3은 원자로 공

동과 연결된 코륨 챔버와 ICI chase 격실의 모양을 2차원 도면을 분석하여 3차원으

로 재구성하여 그린 것으로 각 벽의 치  바닥과 천정의 높이를 한 에 악할 수 

있다. Fig. 3-4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얻은 가압기 격실 주 의 배치를 3차원으로 표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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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 Vertical cut drawings for the APR1400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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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 Horizontal cut drawings for the APR1400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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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 3-dimensional schematic views for (a) corium chamber and 

cavity access area, (b) ICI chas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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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3-dimensional schematic views for the pressurizer and steam 

generator rooms. 

제 2   APR1400 격납건물의 격자 생성  

  GASFLOW 코드에서는 Cartesian 격자와 실린더 격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격납

건물의 체 인 구조에 따라 한 격자계를 선정한다. 격자의 크기는 일반 으

로 해석하고자 하는 물리  상을 수치 으로 모사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grid 

density)를 가져야하며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에 직 으로 향을 받는다. 격

자의 크기가 결정되면 격자 을 각각의 좌표방향으로 히 분포시킨다. 

APR1400 격납건물은 약 94,000m3
의 자유체 (free volume)을 갖고 원자로 공

동 바닥에서 격납건물 돔 정 까지의 높이는 79.4m이고 격납건물 외벽의 내경은 

22.86m (75ft)인 원통 모양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45,018 개의 실린더 격자(r-θ-z)를 사용하 다. R 방향의 격자는 18개의 격자

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격자 은 원자로 용기의 외벽에 그리고 세 번째 격자

은 원자로 용기 공동의 내벽에 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후의 격자 은 균일

간격으로 분포시켰다.  방향의 격자는 6o
의 균일간격으로 총 61개를 사용하 으

며 z 방향의 격자는 등간격으로 총 41개의 격자를 생성하 다. 앞에서 언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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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듯이 직각격자 기법을 사용하는 GASFLOW에서는 내부 구조물에 하여 블록

처리를 하는데 이를 하여 각 격자 에 한 I, j, k 인덱스를 표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Table 3-1 R-directional node distribution and i-index

                     

i index feet cm

1 0 0

2 8.9 270.0 

3 12.0 365.8 

4 16.2 493.8 

5 20.4 621.8 

6 24.6 749.8 

7 28.8 877.8 

8 33.0 1005.8 

9 37.2 1133.9 

10 41.4 1261.9 

11 45.6 1389.9 

12 49.8 1517.9 

13 54.0 1645.9 

14 58.2 1773.9 

15 62.4 1902.0 

16 66.6 2030.0 

17 70.8 2158.0 

18 75.0 2286.0 

          

  재 APR1400의 설계에서는 피트 단 를 사용하고 있으나 GASFLOW 코드

는 CGS 단 인 cm를 사용하고 있다. I, j, k 인덱스는 피트 단 에서 생성된 뒤

에 격자 의 좌표값은 피트를 cm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Table 3-1은 r 방향으

로 생성된 격자 의 i 인덱스와 그 좌표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2는 θ 방

향으로의 격자 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APR1400의 설계도면은 -y 좌표를 

기 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각도가 메겨져 있기 때문에 기하학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  각도로 (+x를 기 으로 반시계방향) 변환하 다. Table 3-3은 z 

방향으로 생성된 격자 의 k 인덱스와 그 좌표 값을 보여 주는 것으로 r 방향과 

마찬가지로 피트 단 를 cm 단 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APR1400의 설계도면

은 설계 기 에서 높이를 피트 단 로 나타내지만, GASFLOW 해석에서는 원

자로 공동의 바닥을 기 으로 하여 z 좌표를 구성하 다. APR1400의 내부 구조

물에 한 모델링은 2차원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2차원 단면도에서 

구조물의 내부에 치하는 노드를 찾아 그 인덱스를 자료화하게 된다. 3차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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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2차원  모델링은 여 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인데, 주로 축 

방향 즉 z 방향으로 구조물의 치와 경계를 악하고 거기에 맞는 k 인덱스를 

찾는 작업이 건이다.  

          Table 3-2 θ-directional node distribution and j-index

          

j index angle(deg) drawing(deg)

1 0 270

2 6 264

3 12 258

4 18 252

5 24 246

6 30 240

7 36 234

8 42 228

9 48 222

10 54 216

11 60 210

12 66 204

13 72 198

14 78 192

15 84 186

16 90 180

17 96 174

18 102 168

19 108 162

20 114 156

21 120 150

22 126 144

23 132 138

24 138 132

25 144 126

26 150 120

27 156 114

28 162 108

29 168 102

30 174 96

j index angle(deg) drawing(deg)

31 180 90

32 186 84

33 192 78

34 198 72

35 204 66

36 210 60

37 216 54

38 222 48

39 228 42

40 234 36

41 240 30

42 246 24

43 252 18

44 258 12

45 264 6

46 270 0

47 276 354

48 282 348

49 288 342

50 294 336

51 300 330

52 306 324

53 312 318

54 318 312

55 324 306

56 330 300

57 336 294

58 342 288

59 348 282

60 354 276

61 36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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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 z-directional node distribution and k-index

       

k index z(cm) elevation(')

1 0.0 69.0 

2 198.5 75.5 

3 397.0 82.0 

4 595.5 88.5 

5 794.0 95.0 

6 992.5 101.6 

7 1191.0 108.1 

8 1389.5 114.6 

9 1588.0 121.1 

10 1786.5 127.6 

11 1985.0 134.1 

12 2183.5 140.6 

13 2382.0 147.1 

14 2580.5 153.7 

15 2779.0 160.2 

16 2977.5 166.7 

17 3176.0 173.2 

18 3374.5 179.7 

19 3573.0 186.2 

20 3771.5 192.7 

k index z(cm) elevation(')

21 3970.0    199.2 

22 4168.5 205.8 

23 4367.0 212.3 

24 4565.5 218.8 

25 4764.0 225.3 

26 4962.5 231.8 

27 5161.0 238.3 

28 5359.5 244.8 

29 5558.0 251.3 

30 5756.5 257.9 

31 5955.0 264.4 

32 6153.5 270.9 

33 6352.0 277.4 

34 6550.5 283.9 

35 6749.0 290.4 

36 6947.5 296.9 

37 7146.0 303.4 

38 7344.5 310.0 

39 7543.0 316.5 

40 7741.5 323.0 

41 7940.0 329.5 

   

    Table 3-4 K indices for the locations of horizontal cut drawings

                   

horizontal cut height k index
el81 365.8 3

el100 944.9 6

el114 1371.6 8

el136 2057.4 11

el156 265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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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는 2차원 모델링에 사용되는 APR1400의 수평 단면도의 설계기  

높이에 치하는 k 인덱스로 정리한 것이다. el81은 설계기  높이 81 피트에서

의 수평 단면도이며 그 치에서 k 인덱스는 Table 3-3에서 찾으면 k=3이 된

다.

  APR1400 격납건물 내 구조물에 한 모델링은 각각의 구조물에 하여 이미 

생성된 격자에서 어떤 노드가 구조물의 경계에 놓이는지 어떤 노드가 구조물에 

포함되는지를 악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GUI 

작업으로 오류를 이고 효율 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GUI 작업의 핵심은 

격납건물의 단면도와 만들어진 격자계의 단면을 첩시키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내부 구조물의 경계에 놓인 격자 의 인덱스를 마우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이 

GUI를 이용하여 격납건물 내부를 모델링하면  GUI와 연동된 로그램이 마우스

로 입력된 값을 일로 장하여 GASFLOW 코드의 입력 자료에 첨부한다. 

  Fig. 3-5는 APR1400 격납건물의 수직 단면도를 생성된 격자와 첩한 그림

이다. 쪽 그림은 격납건물 원자로 용기를 (실제로는 격납건물 심에서 1 피트 

치우쳐 있음) 심으로 두 개의 증기발생기 방향으로 수직하게 자른 단면도이고 

쪽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격납건물 하반부의 상세 도면이다. Fig. 3-5의 아래

쪽 그림은 왼쪽의 가압기와 원자로 그리고 오른쪽의 HVT를 지나는 가상의 선을 

따라 수직하게 자른 단면도이며,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의 격납건물 하반부의 

상세 단면도이다. 이 그림들을 이용하여 격납건물 내에 있는 구조물  장비들의 

형상에 맞추어 격자 과 좌표 값을 찾아낸다. Table 3-5는 원자로와 기타 주요 

장비들에 한 치를 Fig 3-5를 이용하여 얻어내어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 외 

다른 구조물 를 들면 격납건물 내에 존재하는 많은 콘크리트 벽, 그리고 격실

들의 천정과 바닥 등에 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격자 노드의 정보를 얻는다. 

Fig. 3-6은 APR1400 격납건물의 수평 단면도를 생성된 격자와 첩한 그림으

로 격납건물 내부 모델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재 설계 기  높이로 81, 100, 

114, 136.5, 156의 다섯 장의 첩 그림을 이용하여 격납건물 내부의 모든 구조

물에 한 모델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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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Generated mesh overlapped on the containment cut drawings, 

vertical cut view, upper: SG-RPV-SG direction, lower: PRZ-RPV-HV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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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Generated mesh overlapped on the containment cut drawings, 

horizontal cut view.



- 23 -

    Table 3-5 K indices for the main equipments in the APR1400

  

Equipment

Number name mat # k-index height elevation

1 RPV 7 bottom 5 794 95.0 

top 11 1985 134.1 

2 Steam Generator 7 bottom 8 1389.5 114.6 

top 19 3573 186.2 

3 S/G pedistal 1 bottom 6 992.5 101.6 

top 8 1389.5 114.6 

4
Reactor coolant 

pump
7 bottom 8 1389.5 114.6 

top 13 2382 147.1 

5 RCP pedistal 1 bottom 6 992.5 101.6 

top 8 1389.5 114.6 

6
Integrated Head 

Assembly
6 bottom 11 1985 134.1 

top 16 2977.5 166.7 

7
Safety Injection 

Tank
6 bottom 12 2183.5 140.6 

top 18 3374.5 179.7 

8 Hot Leg 7 bottom 8 1389.5 114.6 

top 9 1588 121.1 

9 Cold Leg 7 bottom 8 1389.5 114.6 

top 9 1588 121.1 

10 Pressurizer 7 bottom 12 2183.5 140.6 

top 20 3771.5 192.7 

  제  3   GUI를 이용한 격납건물 내부의 구조물에 한 모델링

  

  격납건물 내부는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  등과 같은 요 장비들과 

복잡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복잡한 형상을 모델링하기 하여  

GUI를 사용한다. 격납건물의 단면도를 생성된 격자와 첩시켜 각 구조물의 치를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 마우스로 입력한다. 컴퓨터 그래픽 일 형태의 도면을 GUI  

화면에 띄운 다음 생성된 격자를 읽어드려 스 일링한 뒤 두개의 그림을 첩시킨

다.  Fig. 3-5와 6은 생성된 격자를 단면도와 첩시켜 나타낸 그림으로, 이 그림을 

이용하여 내부 구조물의 치와 크기를 모델링한다.   

  GUI 작업은 격자와 첩된 수평단면도 상에서 이루어지며 각 구조물의 수직 

치는 Fig. 3-5를 참조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사용된 격납건물의 수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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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는 81, 100, 114, 136, 156ft 단면도이며 각각에 한 격자 의 k 값은 

Table 3-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격납건물 내의 주요 장비들에 한  상부와  하

부의 치를 GOTHIC 계산에서 모델링된 값과 비교하여 Table 3-5에 나타내었다.

Fig. 3-7은 el81 수평단면도를 이용하여 k=3, 4에서 구조물을 모델링한 그림이

다. 이 그림에서 짙은 색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구조물을 블록으로 모델링된 

것을 나타낸다.  k=3 치에서는 격납건물 내 부분이 콘크리트이고 원자로 공

동과 HVT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k=4인 격자에서는 격납건물내 연

료재장 수탱크인 IRWST가 격납건물 외벽을 따라 환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에서 완쪽으로 ICI chase와 코륨 챔버 그리고 cavity access 

area라고 불리는 곳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Fig. 3-7 APR1400 geometry modeling using GUI, containment horizontal 

cut drawing at 81ft and mesh cut view at (a) k=3 and (b) k=4

  Fig. 3-8은 el100 수평단면도를 이용하여 k=6, 7에서 구조물을 모델링한 그

림이다. k=6에서는 IRWST 격실의 천정이 만들어져 있고 천정에는 4개의 환기

구가 모델링되어 있다. 그리고 심에는 원자로가 모델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8(b)는 k=7인 단면에서 모델링된 격납건물 내부의 구조이며, 특히 

원통 모양의 2차 차폐벽과 그 안쪽으로 4각 기둥 모양의 1차 차폐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차와 2차 차폐벽 사이에는 쪽과 아래쪽에 

칭 으로 증기 발생기와 (j=16, j=46) 증기발생기 좌우로 두 개씩의 냉각재 펌

가 모델링되어 있다. 2차 차폐벽 밖에는 왼쪽으로 RDT (reactor drain tank)와 L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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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down heat exchanger)가 치하고 있으며, 아래와 쪽으로 윤활유 탱크가 모

델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Fig. 3-8 APR1400 geometry modeling using GUI, containment horizontal 

cut drawing at 100ft and mesh cut view at (a) k=6 and (b) k=7

    

    (a)                                   (b) 

Fig. 3-9 APR1400 geometry modeling using GUI, containment horizontal 

cut drawing at 114ft and mesh cut view at (a) k=8 and (b) k=9

  Fig. 3-9는 el114 수평단면도를 이용하여 k=8, 9에서 구조물을 모델링한 그림

이다. k=8 단면에서는 2차 차폐벽 밖으로 여러 개의 밸  방을 한 바닥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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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되어 있고 2차 차폐벽에서 1차 차폐벽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그 콘크리트 바

닥이 모델링되어 있으며, k=9 단면에서는 증기발생기와 원자로를 잇는 고온  

(hot leg)  펌 와 연결된 온 (cold leg)이 모델링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3-10은 el136.5 수평단면도를 이용하여 k=11, 13에서 구조물을 모델링

한 그림이다. k=11 단면에서는 1차 차폐벽 내부에 완 한 형태의 연료 재장  

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차 차폐벽 밖으로 4개의 안 주입 탱

크를 한 바닥면이 모델링되어 있다. k=13 단면에서는 k=26 방향으로 가압기 

격실과 그 안에 가압기가 모델링되어 있으며 2차 차폐벽 밖으로 4개의 안 주입 

탱크가 치한 것을 볼 수 있다.  

  

   (a)                               (b) 

Fig. 3-10 APR1400 geometry modeling using GUI, containment horizontal 

cut drawing at 136.5ft and mesh cut view at (a) k=11 and (b) k=13

  Fig. 3-11은 el156 수평단면도를 이용하여 k=15, 17에서 구조물을 모델링한 

그림이다. k=15에서는 작업 데크가 단면의 부분을 덮고 있다. 격납건물 외벽

과 작업 데크 사이에 1 피트 크기의 환형 간극이 만들어져 있고, 두 개의 증기발

생기 격실, 가압기 격실, 연료 재장  풀 등이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k=17 단면에서는 k=15에서 만들어진 작업 데크 로 계속 올라가는 수직

벽과 여러 장비(증기발생기, 가압기, 안 주입 탱크 등)들의 단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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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APR1400 geometry modeling using GUI, containment horizontal 

cut drawing at 156ft and mesh cut view at (a) k=15 and (b) k=17

  APR1400은 사고 시에 격납건물 내로 방출되는 수소의 농도를 낮추기 한 

수단으로 수동 매재결합기(PAR)와 백열식 수소 화기를 설계에 반 하 다. 격

납건물 내에는 26개의 PAR와 10개의 수소 화기가 Table 3-6에 정리되어 있

는 치에 설치된다. Fig. 3-12은 APR1400 격납건물 내에서 PAR와 수소 화

기의 설치 치를 보여주기 한 개략도이다. APR1400에서 사고 시 수소의 

방출지 은 크게 3곳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로 냉각재 상실사고 (LOCA) 시에는 

고온 고압의 수증기와 수소가 온  혹은 고온 의 단부에서 방출되어 기

발생기 격실로 방출되며, 두 번째로는 사고 시 안  감압 장치를 통해 IRWST 

내로 수소가  방출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원자로 용기 손 시 원자로 공동으

로 노심용융물과 함께 수소가 방출되는 것이다. 격납건물 내 수소 제어장치

(PAR, 수소 화기)는 모든 사고 경 를 고려하여 수소가 방출되거나 수소의 농

도가 높을 것으로 측되는 지 에 설치된다. APR1400의 특징은 IRWST 내로 

수소가 방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IRWST 내부에 4개의 PAR와 2개의 수소 화

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PAR와 수소 화기 각각의 격납건물 내 설치 치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좌표값에 해당되는 격자 의 i, j, k 인덱스는 Table 3-7에 정리되어 있다.  

재 APR1400의 설계 자료에는 Siemens사의 PAR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

지만, 설치될 PAR의 용량에 한 언 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용량의 

FR-90/1-1500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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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6 Locations of the PARs and igniters installed in the APR1400

       

                        

Fig. 3-12 Locations of the PARs and igniters installed in the APR1400

 Table 3-7에서 PAR의 type이 1이면 FR-90/1-1500 ( 형), type이 2이면 

FR-90/1-960 ( 형), 그리고 type이 3이면 FR-90/1-320 (소형)을 나타낸다. 

Siemens사의 PAR는 수직 방향(여기서는 z 혹은 k 방향)으로 흡기하여 수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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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θ)으로 배기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PAR의 배기 방향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

하여 결정될 수 있지만 주로 PAR가 설치되는 지 의 벽면 치에 크게 향을 

받는다. 배기를 벽을 향하도록 하는 경우에 PAR의 출구에서 벽이 유동을 방해하

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결국은 PAR의 입구에서 흡기량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PAR의 배기 방향에 해서도 APR1400의 기본 설계 자료에 언 이 없기 때문

에 와 같은 기하학  제한 조건에 의하여 모델링하 다. Table 3-7의 

outflow가 1이면 -r 방향, 2이면 +r 방향, 3이면 -θ (시계방향), 그리고 4이면 

+θ을 의미한다.  

Table 3-7 Mesh indices of the PARs and inginters installed in the APR1400

      

PAR # r(i index) p(j index) z(k index) type outlfow

1 17(16) 36 4,5 1 1

2 17(16) 12(11) 4,5 1 1

3 17(16) 2(1) 4,5 1 1

4 17(16) 47(46) 4,5 1 1

5 7(6) 34 4,5 1 2

6 8 31(30) 4,5 1 2

7 10(9) 17(16) 12,13 1 2

8 10(9) 47(46) 12,13 1 2

9 10(9) 17(16) 18,19 1 2

10 10(9) 47(46) 18,19 1 2

11 16(15) 7(6) 7,8 1 3

12 16(15) 37(36) 7,8 1 4

13 15 16 10,11 1 2

14 15 51 10,11 1 2

15 15 30 12,13 1 2

16 15 59 12,13 1 2

17 18(17) 47(46) 17,18 1 1

18 18(17) 30 17,18 1 1

19 18(17) 16 17,18 1 1

20 18(17) 2(1) 17,18 1 1

21 18(17) 38 28,29 1 1

22 18(17) 23 28,29 1 1

23 18(17) 8 28,29 1 1

24 18(17) 53 28,29 1 1

25 12 30 12,13 1 1

26 12 24(23) 18,19 1 1

      

Igniter # r p z type

1 11 32 6 1

2 11 53 16 1

3 11 41 16 1

4 11 22 16 1

5 11 10 16 1

6 12 31 9 1

7 12 24 14 1

8 12 27 14 1

9 17 27 5 1

10 17 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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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내부의 구조물과 주요 장비들은 GASFLOW 해석에서 유동과 열 달에 

직  여하게 되며 GASFLOW는 obstacle과 wall로 모델링을 한다. 구조물의 두께

가 격자의 셀을 하나 이상 차지하는 경우는 obstacle로 처리하며 구조물의 두께가 

사용된 격자의 간격보다 작은 경우는 wall로 모델링한다. 격납건물의 1차  2차 방

호벽과 주요 장비들은 격자 간격에 비하여 충분히 크기 때문에  obstacle로 처리하

으며, 그 외 격실 벽 등은 wall로 모델링하 다. GUI를 이용하여 격납건물의 모델

링을 완성하면 모든 작업 결과는 자 일 형태로 장되며 이 일을 GASFLOW

의 입력 자료에 첨부하면 ARP1400 격납건물 해석을 한 GASFLOW 코드의 입력 

자료가 만들어진다. 원자력발 소의 격납건물과 같이 매우 복잡한 형상에 하여 격

자를 생성하는 것은 형상 모델링뿐만 아니라 모델링된 형상에 한 검증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형상 모델링의 검증작업을 좌표값이나 

i, j, k의 인덱스만으로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모델링된 형상을 컴퓨터

를 이용하여 가시화하는 것은 형상 모델링의 검증에 큰 도움이 된다. GASFLOW 코

드는 형상  격자의 검증을 하여 i, j 혹은 k가 일정한 단면의 격자를 그림 일로 

출력해 다. 이 그림들은 2차원 단면이므로 격납건물 형상에 한 직 인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실제 형상 모델링의 입력자료(각 구조물마다 그 경계를 i, j, k의 인덱

스로 표시)와 서로 비교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격납건물 체 인 시 에서 각 

구조물의 상 배치를 평가하는 데는 3차원의 형상 그림이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하

여 다른 형상 가시화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GASFLOW 코드의 출력 자료 형

식을 변환하면 일반 인 CFD 가시화 로그램을 이용하여 격납건물의 3차원 인 

그림을 얻을 수 있다. Fig. 3-13은 독일 FZK에서 개발된 Kismet을 이용하여  

APR1400의 격납건물을 가시화한 그림이다. Fig. 3-13의 쪽 그림은 격납건물 내

부를 보여주기 하여 일부분을 잘라내고 본 그림으로 요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쪽 그림은 격납건물의 체 인 그림으로 GASFLOW 해석의 경계가 되는 

격납건물 외벽과 돔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4는 Tecplot으로 가시화한 격납건물

의 형상 그림으로 IRWST 격실 구조를 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작은 블

록은 모델링된 PAR를 나타낸다. Fig. 3-15는 j가 일정한 수직 단면에서의 격자 그

림이며 각 단면에서 구조물의 형상을 악할 수 있다. j=1 단면에서는 IRWST와 

HVT가 보이고, j=11에서는 펌 와 온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J=16에서는 증

기발생기와 고온 이 나타나 있고, j=26에서는 가압기를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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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3-dimensional perspective views of the modeled APR1400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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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3-Dimensional visualization of the modeled APR1400 geometry, 

magenta-colored blocks are PARs installed in the APR1400, (a) 

perspective view of the entire containment, and (b) its cu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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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j=11                   j=16

     

       j=26                    j=33                 j=37

         Fig. 3-15 Vertical cut view of the modeled APR1400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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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APR1400 격납건물의 격실(compartment)   

  

  MAAP, MELCOR, GOTHIC 등의 코드를 이용하여 lumped-parameter 방법으

로 계산을 하는 경우 체 격납건물은 수 개에서 수십 개의 검사체 (control 

volume)으로 이산화되며, 각 검사체  혹은 격실에서의 평균 수소농도를 얻을 수 

있다. GASFLOW 코드를 이용한 3차원 해석에서는 격납건물 체에서 수소의 분

포와 거동을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격자의 각 노드 에서 국소 수

소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소 제어의 

에서 격납건물 내 심 있는 격실에서의 수소의 거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원자

력 발 소의 격납건물은 그 내부가 매우 복잡하고 물리  상도 복잡하기 때문

에 지형지물과 물리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격실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

다.   

  GASFLOW 계산 결과로부터 격실별 평균 수소농도와 DDT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GOTHIC 해석에서 사용한 검사체 (control volume)을 이용하

다. GOTHIC에서 사용된 제어체 을 GASFLOW에서 사용하는 격납건물 격자에 

용하는 것은 격자생성과 마찬가지로 GUI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GOTHIC 해석을 

하여 사용된 계산 노드는 각각 격납건물의 격실에 해당되며, 각 격실에서의 자유

체  즉 유체가 차지하는 체 은 수소거동의 산 해석에서 요한 물성치로서 

GOTHIC 계산에서는 해석 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이것은 GASFLOW 해석을 

해 모델링된 APR1400 격납건물에서 수치 으로 얻어진 자유체 과 비교함으로써 

격납건물 모델링의 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Table 3-8은 GOTHIC 해석에서 사용된 격실의 자료를 GASFLOW 해석에 

용하기 하여 각 격실의 상부와 하부 경계에서의 좌표값을 k 인덱스로 변환한 

것이며 이것은 GUI를 이용하여 2차원 수평 단면에서 각 격실의 경계를 정의할 

때 사용된다. GASFLOW 코드는 각 격실에 한 i, j, k 인덱스 자료를 입력받아

서 격실별로 내부 구조물을 제외한 빈 공간의 체 을 수치 으로 구한다. 

GASFLOW에서 얻어진 자유체 을 GOTHIC 해석에서 사용된 격실별 자유체

의 크기와 비교하여 Table 3-8에 나타내었다. 격실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GASFLOW에서 사용된 격자의 간격이 큼으로 인하여 이웃하는 두 격실 사

이에서 격자 이 격실 경계에 치하지 못하여 생긴다. GASFLOW에서 구한 격

실별 자유체  크기가 GOTHIC에서 사용한 값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가 격실의 자유체  크기에 비하여 아주 작은 값이며, 격납건물 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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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체 (격실별 자유체 의 합)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3-8 Mesh indices of the PARs and inginters installed in the 

APR1400

 

Control  Volume s  of  the  APR1400        Containment (For 42 Cells)       

Cell

No.
Description

Volume 

(m3)

GOTHIC

Floor

El. (ft)
k index

Ceiling

El. (ft)
k index Remark

Volume

(m3) 

GASFLOW

1   Reactor Cavity 311.50 69.0 1 83 3 333.05

2   ICI Chase 110.40 83.0 3 126 18 135.29

3   Corium Chamber Room 74.29 83.0 3 100 9 84.1

4   Cavity Access Area 25.60 89.5 5 114.5 13 54.68

5   Reactor Vessel Annulus 175.18 83.0 3 130 18 311.36

6   S/G #2 Compt. (Lower) 2192.81 100.0 9 156 26 north 2439.7

7   S/G #2 Compt. (Upper) 1286.84 156.0 26 191 32 north 1283.7

8   S/G #1 Compt. (Lower) 2357.34 100.0 9 156 26 south 2721.4

9   S/G #1 Compt. (Upper) 1286.84 156.0 26 191 32 south 1261.8

10   Annular Compt. #2 - 100' 1148.71 100.0 9 114 13 north 1212.9

11   Annular Compt. #1 - 100' 1225.32 100.0 9 114 13 south 1467.8

12   Annular Compt. #2 - 114' 1619.51 114.0 13 136.5 20 north 1956.9

13   Annular Compt. #1 - 114' 2071.03 114.0 13 136.5 20 south 2536.6

14   Annular Compt. #2 - 136.5' 1501.64 136.5 20 156 26 north 1846.4

15   Annular Compt. #1 - 136.5' 1635.74 136.5 20 156 26 south 1997.7

16   Refueling Pool 1544.02 106.5 11 156 26 1950.6

17
Containment Dome #2 

(Lowest)
5671.80 254.5 41 279.5 45 north 6335.7

18 Upper Compt. #2 (Lowest) 7352.97 156.0 26 191 32 north 6281.3

19  Upper Compt. #1 (Lowest) 7524.78 156.0 26 191 32 south 6801.2

20   Reactor Drain Tank Room 79.08 100.0 9 114 13 134.33

21  Letdown Heat Ex. Room 91.46 100.0 9 114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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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ntinued 

 

22   Compt. below Rege. HX Room 626.07 100.0 9 128 17 212.06

23
  Regenerative Heat Exchanger 

Room
138.64 128.0 17 152 25 180.57

24
  Pressurizer (PZR) Compt. 

(Lower)
109.69 136.5 18 156 26 hole 117.12

25   Pressurizer Spray Valve Room 1 44.42 116.0 14 124 16 59.7

26   Pressurizer Spray Valve Room 2 45.58 116.0 14 124 16 44.78

27   Letdown Line Valve Room 1 68.47 116.0 14 124 16 74.63

28   Letdown Line Valve Room 2 70.60 116.0 14 124 16 74.63

29   Holdup Volume Tank 326.17 80.0 3 107.5 11 308.67

30   IRWST - No Sparger 1662.43 81.0 3 97 9 south 1519.9

31
  Pressurizer (PZR) Compt. 

(Upper)
330.47 156.0 26 212 35 300.02

32   IRWST - Sparger 1662.43 81.0 3 97 9 north 1519.9

33   Upper Compt. #2 (Middle) 7907.49 191.0 32 223.1 37 north 7833.4

34   Upper Compt. #2 (Highest) 7856.27 223.1 37 254.5 41 north 6517.7

35   Upper Compt. #1 (Middle) 8031.41 191.0 32 223.1 37 south 8147.1

36   Upper Compt. #1 (Highest) 7856.27 223.1 37 254.5 41 south 6517.7

37   Containment Dome #2 (Middle) 4633.33 279.5 45 304.5 49 north 4895.8

38   Containment Dome #2 (Highest) 1853.33 304.5 49 329.5 53 north 1968.5

39   Containment Dome #1 (Lowest) 5671.80 254.5 41 279.5 45 south 6335.7

40   Containment Dome #1 (Middle) 4633.33 279.5 45 304.5 49 south 4895.8

41   Containment Dome #1 (Highest) 1853.33 304.5 49 329.5 53 south 1968.5

42   Environment 1.00E+10 100.0 1000

Total 94668.36 94860.79 

  Fig. 3-16, 17은 GASFLOW 해석에 사용된 APR1400의 격실들을 보여 다. IRWST

는 스 의 유무에 따라 두 개의 (격실 30, 32) 격실로 나뉜다. Fig. 3-16은 격납건물

의 수직단면도로서 두 개의 증기발생기와 심의 원자로를 잇는 면을 따라 단된 면에

서 보는 그림으로, 각 증기발생기 격실은 상하 두 개의 격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증기발

생기 격실의 수직벽이 끝나는 부분에서 돔까지의 상부 격납건물은 총 6개의 격실로 나

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7은 k=7, 9의 수평단면에서 본 격실의 상 배치

를 보여 다. 2차 차폐벽 밖에 치하는 환형격실은 상, , 하부 3개의 층으로 나뉘고, 

각 층은 2개의 격실로 분할되어 총 6개의 격실(격실 10, 11, 12, 13, 14, 15)로 이루어

져 있다. 그 외 밸 룸과 같은 작은 격실들이 환형격실 안에 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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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Graphical views of the defined compartments for the GASFLOW 

analysis, vertical cuts at j = 11, 41

  

Fig. 3-17 Graphical views of the defined compartments for the GASFLOW 

analysis, horizontal cuts at k =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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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고 해석

  GASFLOW를 이용한 3차원 수소 거동 분석  수소 제어기구(수소 화기  

PAR)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 원 을 APR1400으로 

하 다. APR1400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기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에 

처하기 하여 수소제어기구가 포함된 발 소이다. APR1400의 수소제어와 련

하여 재까지 LP 모델을 이용한 해석과 부분 3차원 기법을 이용한 해석이 수

행된 상태이나 격납건물 내 수소거동의 완 한 3차원 해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PR1400에 하여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수소의 

3차원  거동과 격납건물 내 각 격실에서의 국소  평균 수소농도를 악하며 

격실별로 수소폭발의 가능성과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 APR1400

의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 방출 지 의 에서 보면, 냉각재상실사고 시에는 원

자로 손 까지 온 이나 고온 의 단부에서 수소의 방출이 되는 반면 

수상실사고, 원상실사고 등에서는 가압기의 POSRV를 통하여 IRWST 내로 방

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시 수소의 방출 지 , 사고의 확률, 수소의 방출률의 

에서 소형 단 냉각재상실사고, 수완 상실사고, 원상실사고 등 세 가지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GASFLOW 해석을 수행하 다. 소형 단 냉각재상실

사고는 온 에 3인치의 단이 발생하여 노심 용융사고로 진행되는 경우로서, 

수소는 온  단부를 통하여 증기발생기 격실로 방출된다. 수완 상실사고

와 원상실사고는 수소의 방출 지 이 IRWST 격실이라는 에서는 일치하지

만, 본 연구의 상인 원상실사고는 수완 상실사고에서처럼 가압기의 

POSRV가 사고 기에 완 히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기 압력에 의하여 자

동으로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는 사고 경 로서 수소와 함께 방출되는 수증기의 

양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소 제어 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

여 다. 원자로 내 사고 진행과정은 MAAP 코드로 모의하며, MAAP 해석을 통

하여 얻어진 고온의 냉각재, 수증기, 수소 등의 방출량과 방출률은 격납건물 내 

수소거동 해석을 한 GASFLOW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제 4장에서는 선정된 사고 시나리오 하여 MAAP 코드에서 얻은 소스 데이

터를 모델링하고, 3장에서 만들어진 APR1400의 격납건물 격자를 이용하여 

GASFLOW 해석을 수행한 결과의 분석과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 수소제어 

에서 본 문제 과 개선 에 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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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SBLOCA) 

  APR1400의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물 내에서 수증기와 수소의 3

차원거동 분석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평가를 하여 GASFLOW 코드를 이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냉각재상실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  혹은 고

온 이 단되어 냉각재가 상실되는 사고로서 단부의 크기에 따라 소형, 형, 

형 단사고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수소방출률 면에서 최  방출률 값이 큰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를 선정하여 수소거동을 분석하 다.   

  1. 사고 경   기 조건

     SBLOCA는 온 의 단에 의하여 주냉각재가 상실되면서 사고가 시작되

며, 안 주입장치의 불능과 정지냉각계통의 주입을 한 2차측의 냉각 실패로 

인하여 노심손상에 이르는 사고이다. 단부를 통하여 고온의 냉각재, 수증기, 수

소 등이 방출되기 에 격납건물 기의 기 압력과 온도는 1기압, 300K로 가

정하 으며, 격납건물 내 공기는 습도 67%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온

의 단부를 통하여 격납건물 내로 고온의 냉각재, 수증기, 수소 등의 소스가 

방출되기 에는 격납건물 내부는 유동이 없는 정지상태의 공기(수증기를 포함

한)로 채워져 있지만, 단부를 통한 방출이 시작되면, 이것들은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 지의 소스로 작용하여 격납건물 내 열 달  유동을 발생시킨다. 원

자로 내 사고 진행과정은 MAAP 코드로 모의하며, MAAP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고온의 냉각재, 수증기, 수소 등의 방출량과 방출률은 격납건물 내 수소거동 해

석을 한 GASFLOW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2. 수소  수증기 방출률 (source modeling)

     사고가 시작된 후의 원자로 내의 상은 MAAP 코드를 이용하여 모의하

며, GASFLOW 해석을 한 물, 수증기, 수소 등의 방출률은 이 MAAP 계산으

로부터 얻어진다. Fig. 4-1은 MAAP 계산에서 얻어진 소스 자료에서 

GASFLOW 해석을 하여 다량의 수소의 방출이 있는 9000 까지의 시간에 따

른 소스 방출률을 보여 다. 기 4,000 까지는 고온고압 포화상태의 물과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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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같이 방출되며, 나머지 시간동안은 수증기와 수소가 같이 방출된다. 9,000  

동안 격납건물 내로 방출된 물, 수증기, 수소의 총질량은 각각 165,319kg, 

92,297kg, 637.6kg이다. 방출되는 소스의 온도는 MAAP 계산에서 얻어진 엔탈

피를 이용하여 구하 다. 기 4,000  동안 방출되는 물과 수증기는 포화상태

이므로 포화온도는 사고 시 원자로 내부의 압력을 이용하여 증기표로부터 구하

다. 4,000  후부터는 과열증기가 수증기와 함께 방출되며 수소의 온도는 함

께 방출되는 수증기의 온도와 같다고 가정하 다.  

    

Temperature

H2

Steam

Water

Fig. 4-1 GASLOW source data for APR1400 containment, steam, water, 

hydrogen source and temperature of SBLOCA from MAAP analysis.

  3. 해석 결과

     GASFLOW를 이용하여 APR1400에서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

물 내 수소의 거동을 해석하 다. GASFLOW 해석 역은 격납건물로 국한되며, 

이 격납건물은 폐된 공간으로 해석 역 밖에서 들어오거나 해석 역 밖으로 

나가는 유동은 없으며 격납건물 내의 소스 방출지 에서 방출되는 소스에 의하

여 유동이 만들어지는 source-driven 유동이라는 특징이 있다. 온  단부에

서 방출된 고온고압의 물은 단부에서 방출되면서 1기압의 격납건물 내 기에 

응하면서 격한 팽창을 하며 수증기로 변한다. 이 변화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 즉 등엔트로피(isentropic), 등엔탈피(isenthalpic), 등에 지(isenergetic) 

로세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해석에서는 등에 지 변환과정으로 물이 팽창

한다고 가정하 으며,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에 의하여 반부에 방출되는 물은 모



- 41 -

두 수증기로 변환되어 격납건물 내에서 확산된다. 고온의 수증기와 수소는 격납건물 

내에서 도차에 의한 부력의 향을 받아 격납건물 상부로 흘러간다. Fig. 4-1

의 소스 방출률을 보면 기 약 2,500 까지는 다량의 물이 방출되며, 에서 

언 하 듯이 이 물은 바로 수증기로 팽창하여 격납건물 내부에 확산되어 간다. 

그 뒤를 이어 수증기 방출률이 격히 증가하다가 약 4,000 부터 감소하며 수

소가 방출되는 동안은 은 양이 방출된다. 수소 방출 까지 격납건물 내로 분

출된 수증기는 수소의 거동 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다량의 수

증기가 격납건물 내에 존재함으로써 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한 격

납 건물 내부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도 한다. 한 이 소형 단 냉각재

상실사고처럼 고온고압의 냉각재가 바로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경우 다량의 수증

기가 만들어져 격납건물 내 수증기의 농도를 크게 높이게 된다. 이 경우 수증기

는 격납건물 내 열 달 측면서 류에 의한 열 달뿐만 아니라 복사 열 달에도 

직 으로 참여하게 되어 격납건물 내 열 달을 증가시킨다. 일반 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격납건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복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복

사를 고려한 경우 격납건물 내 압력과 온도가 낮게 계산된다. 이것은 상 으로 

높은 온도의 수증기가 복사에 의하여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수소연소의 

에서 수증기 농도는 요한 라미터가 되는데, 수소와 수증기를 포함하는 혼합 

기체에서 수소의 연소한계 (flammability limit) 농도는 수증기에 의하여 결정된

다. 건조(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 혼합기체에서 하한 연소한계 수소

농도 4 vol%이지만 수증기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하한 연소한계 수소농도는 

높아지며 수증기의 농도가 60∼65 vol%를 넘어서면 비가연(non-flammable) 상

태가 된다. 

  APR1400은 수소제어를 하여 PAR와 화기를 같이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

되어 있다. 수소제어의 에서 PAR는 피동형인 반면에 화기는 작업자의 

결정과 행 에 의하여 작동이 되는 능동형의 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동형인 

PAR는 GASFLOW의 계산 시작부터 작동되도록 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화기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로 나 어 해

석을 수행하 다. 이 게 함으로써 화기가 수소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첫째로 화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4-2(a)

는 1,000 에서 격납건물 내 수증기의 분포와 속도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두 개

의 증기발생기 격실에서 수직상승하는 수증기 기류를 볼 수 있다. 그림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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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온  단부를 포함하는 증기발생기 격실이지만 좌측의 증기발생기 격

실에서도 상승하는 수증기의 기류가 만들어진 것은 Fig. 3-8(a)에서 보았던 것

처럼 하부에서는 두 증기발생기 격실 간에 유로가 형성되어 있고, 1,000 에서

는 많은 물이 온  단부에서 방출되면서 격히 수증기로 팽창되어 온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이므로 이 수증기는 증기발생기 격실 하부에서 수직방향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 잘 확산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 4-2(b)는 4,000 에

서 격납건물 내 수증기의 분포와 속도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1,000  때와는 

다른 유동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4-1에서 4,000 에서는 물의 방출은 

격히 어든 반면 고온의 수증기가 방출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온의 

수증기는 큰 부력의 향을 받아 증기발생기 격실 하부에서 수평방향으로 잘 확

산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만 올라가는 유동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격

납건물 돔 역에서는 37 vol%의 높은 수증기 농도를 가진 혼합기체 구름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2O 17 vol%

H2O 37 vol%

(a)                                         (b)

Fig. 4-2 Flow behavior in the containment shown by velocity vectors and 

iso-surface of steam concentration at (a) t=1,000sec, (b) t=4,00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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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는 사고 후 약 5,000 기 지나면서 방출되기 시작하며 그 까지 방출된 수증

기로 인하여 격납건물 내 기는 수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온도와 압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된다. Fig. 4-3은 수소방출이 최 가 되는 시각 부근에서 격납건물 

내 수소와 수증기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방출되는 수소는 온도가 높고 수증기나 

공기에 비하여 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방출 지  근처에서 으로 거의 확산되지 

않고 상부로 올라가는 수직 제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Fig. 4-3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이 상승 기류의 심에서는 10 vol% 이상의 높은 수소 농도를 가진 역이 존

재하며, 격납건물 돔 역에서는 수소농도가 10 vol%인 수소구름이 넓게 역에 걸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2O 30 vol%

H2 10 vol%

H2 15 vol%

       

Fig. 4-3 Steam and hydrogen distributions at 6237sec. from GASLOW 

analysis of SBLOCA for APR1400 containment with P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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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4 Hydrogen and steam concentrations with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a) lower compartment of steam generator room, (b) highest compartment 

of containment dome.

  Fig. 4-4는 심 있는 두 격실 즉 증기발생기 격실과 돔 역에서의 수소 혼합 

구름의 물리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격실 내 평균 수소농도, 최

 수소농도, 평균 수증기농도, 온도  이 수소 구름에 연소가 발생 했을 때 화염

의 특성을 나타내는 화염가속지수(σ)와 DDT지수(d/7λ)의 변화를 보여 다. 수

소가 방출되는 증기발생기 격실에서 평균 수소의 농도는 10 vol% 이하를 유지하

는 반면 격실내 최 수소농도는 약 6,300 (1.75h)에서 60 vol% 이상 올라간다.  

증기발생기 격실에서는 방출된 수소가 확산되지 않고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격실 체의 평균 수소 농도는 10 vol%보다 낮아 연소가 일어나더라도 화염이 

가속되어 음속 연소로 천이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4-4(a)의 

쪽 그림에서 σ는 최 이 0.7정도로 1보다 낮다. Fig. 4-4(b)는 격납건물 돔 

의 가장 높은 격실에서 수소구름의 물리  특성을 보여주며, Fig. 4-3에서 본 것

처럼 수소가 최 로 방출되는 시 을 후하여 격실의 평균 수소농도는 15 vol%

까지 상승하며 이로 인하여 이 격실에서의 화염가속지수  DDT지수가 1보다 

높은 값을 갖는 시간 가 나타난다. 수소 화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온 의 

단부에서 방출된 수소는 낮은 도와 높은 온도에서 비롯된 부력의 향을 받

아 수직 덕트 형태의 증기발생기 격실을 곧바로 빠져나와 상부의 돔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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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며 이 돔 역에서 혼합된 뒤 격납건물 외벽을 타고 하강하는 유동 구조를 보

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격납건물 상부 돔 역에서는 높은 농도의 수소구름이 형성

된다. Fig. 4-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R만 작동하는 경우, 상부 돔 역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화염가속지수  DDT지수가 1보다 높은 값을 가지며, 이것은 연

소가 발생하는 경우 화염이 가속되고 음속 연소로 천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APR1400 격납건물 내에는 26개의 Siemens PAR가 설계에 반 되어 있다. 제 

1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AR의 개수와 치만 설계에 반 되었고 그 각각의 

PAR의 용량이나 성능에 하여서는 언 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치의 PAR에 해서 최  용량을 갖는 FR90 1-1500 모델이 사용된다고 가정하

다. PAR는 하부 입구에서 수소 혼합기체가 들어와서 매장치를 지나 상부로 

빠져나가는데, 입구에서의 상태 즉 유입되는 기체의 수소농도 압력에 크게 향을 

받는다. FR90 1-1500 모델은 1 에 4∼5g의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APR1400 격납건물에서 설치된 PAR의 치는 부록 1에 설명이 되어

있다. 냉각재상실사고 시에는 증기발생기 격실에서 수소가 방출되어 상부로 올라

가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격납건물 체로 확산되는 유동 구조를 보이며, 이

로 인하여 격실별로 수소의 농도에 따라 PAR의 수소 제거량도 달라진다. Fig. 

4-5는 SBLOCA 시 PAR에 의해 제거된 수소량을 보여 다. Fig. 4-5(a)에서 

PAR 1번부터 6번은 IRWST와 원자로 공동 격실에 설치된 것으로 GASFLOW 해

석 시간(9,000 )동안 수소 제거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원자로 

손 까지 온  단부로 방출된 수소는  두 격실로 흘러가지 않음을 의미한

다. 최 의 수소 제거량을 보이는 21에서 24번의 PAR는 격납건물 상부 돔 역

에 설치된 것으로 이 역에서 정체된 높은 수소농도의 혼합기체가 존재하는 것

과 직 으로 계가 있다. 수소가 방출되고 약 3,000  동안 APR1400 격납건

물 내에 설치된 26개의 PAR가 약 103kg의 수소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5(b)는 시간에 따라 격납건물로 방출된 수소의  질량, PAR에 의하여 제거

되고 남은 수소의 질량, 그리고 설치된 26개의 PAR에 의한 수소 제거율을 보여

다. 격납건물 내 수소 제거율은 기본 으로 PAR의 개수에 향을 받을 것이지만, 

즉 설치된 PAR의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제거할 수 있지만 

설치된 PAR의 수가 일정하다면 PAR가 설치된 치에 따라 격납건물 체의 수

소제거율도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PAR의 수소제거 특성이 입구에서 수소농도에 

직  향을 받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PAR의 최  치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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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Fig. 4-5의 그림은 요한 도구 혹인 인디 이터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a)                                                               (b)

Fig. 4-5 Hydrogen recombination of PARs installed in APR1400, (a) 

recombined hydrogen mass of each PAR until 9,000sec., (b) hydrogen source 

and inventory with PARs' recombination rate.

ARP1400에서 소형 단 냉각재상실사고 시 PAR만 작동하는 경우 비록 짧은 시간

이지만 수 분간 격납건물 돔 역에서 수소연소 발생 시 화염의 가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R1400은 피동형 수소제어 기구인 PAR와 능동형 수소제어 기구인 수소 화

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형 단 냉각재상실사고 시 수소 화기를 작

동시켰을 때 수소의 거동  수소제어 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 재 

APR1400에서는 10개의 수소 화기가 격납건물 내에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 되

어 있다. 부록 1의 화기 설치 치를 보면 증기발생기 격실에 각각 2개씩의 화

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냉각재상실사고 시에는 원자로 내에서 생성

된 수소가 증기발생기 격실에 치한 온 의 단부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여기

에 설치된 수소 화기는 수소연소에 직 인 화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견된

다.  

  수소 화기를 켜지 않고 PAR만 작동하는 상태에서 5,000 까지 GASFLOW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장한 뒤 이 값을 기조건으로 사용하여 화기를 작동시

켜 다시 계산을 수행하 다. Fig. 4-6은 6,200 에서 격납건물 내 온도와 수증기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기를 작동시켰을 때 격납건물 내 온도장  수소와 

수증기의 거동이 화기를 켜지 않았을 때와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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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부에서 방출된 수소는 화기에 의해 화되어 연소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

하여 다량의 수증기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소 화기를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는 방출된 수소가 증기발생기 격실을 올라가서 돔 역에서 축 되면서 수증기를 

돔 아래 역으로 어 내리는 역할을 하 지만, 화기에 의하여 수소가 연소되는 

경우에는 연소 생성물인 수증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격납건물 돔 역으로 올라가

서 격납건물의 상부는 50 vol% 이상의 수증기 농도를 나타내었다. 소형 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수소는 단부를 통하여 연속 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수소연소에 의한 

화염은 단부 근처에서 정지된(standing) 상태로 계속 으로 수소를 연소시킨다. 

Fig. 4-6에 나타나 있는 1,000K 등온면을 통하여 화염의 치와 연소생성물이 증

기발생기 격실을 올라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온의 정지화염은 온 과 이어

져 있는 냉각재 펌 의 표면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Fig. 4-7은 시간에 따

라 냉각재 펌 와 증기발생기의 표면에서의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방출된 수

소의 연소로 인하여 표면온도가 상당히 올라감을 알 수 있다. 표면에서의 온도는 수

소가 최 로 방출되는 시 (약6,200 )을 지나면서 최 이 이르며, 펌  표면에

서는 900∼1,000K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증기발생기 표면에서는 약 700K까지 올

라가는 것으로 계산 결과 나타났다.          

                      

Fig. 4-6 Steam cloud and iso-surface of temperature at 6200s with the 

igniters turned on during the SBLOCA in the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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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Temperature-time histories when the igniter are turned on, surface 

temperature on pump (RCP) and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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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Hydrogen and steam concentrations with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lower compartment of the steam generator room with the hydrogen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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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증기발생기 격실은 두 개의 서  격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수소가 방출

되는 증기발생기 하부격실에서의 시간에 따른 평균 수소농도, 온도 등의 변화를 

Fig. 4-8에 나타내었다. 온  단부를 통하여 방출되는 수소는 부분 연소되어 

그 격실에서의 평균 수소농도는 1 vol%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염 치에서는 

최 온도가 약 1,500K까지 올라간다. Fig. 4-1의 수소 방출률을 보면 수소는 5,500

(1.53시)∼6,500 (1.8시) 사이에 많이 방출되다가 그 후 방출률이 가 르게 내

려간다. 이 수소 방출 패턴과 증기발생기 하부 격실에서의 최고 온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수소방출이 격히 어드는 6,500 (1.8시) 부근에서 화염이 소멸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 4-8의 아래쪽 그림에서 최 온도는 화염이 소멸된 후 약 

600K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2.1시와 2.3시에 Tmax가 800K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00K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두 시 에서 연소가 다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

다. Fig. 4-1에서 수소 방출률을 보면 특히 8,300 (2.3시) 부근에서 방출률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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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Hydrogen and steam concentrations with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highest compartment of containment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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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부를 통하여 방출된 수소는 증기발생기 격실에 설치된 수소 화기의 의해 거

의 부분 연소됨으로써 다른 격실에서의 수소농도는 거의 희박하거나 혹은 수소

가 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화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PAR만 사

용한 경우 격납건물의 돔 역에서 수소가 되어 높은 수소농도를 유지했던 것

에 반해서 수소 화기를 작동시킨 경우 Fig. 4-9의 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석 시간동안 상부 돔 역에서는 수소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수소의 연소는 수

소 소모량에 비례하는 수증기가 만들어지며, 이 게 수소연소에 의해 만들어진 수

증기는 온도가 높아 격납건물의 상부로 쉽게 올라가서 쌓이게 된다. Fig. 4-9의 아

래쪽 그림은 상부 돔 역에서의 온도와 수증기의 농도변화를 시간에 따라 표  것

으로 1차 연소 5,500 (1.53시)∼6,500 (1.8시) 동안 최 온도는 1200K까지 올

라갔으며 평균온도는 800K까지 상승하 다. 수소가 방출되기 까지 많은 양의 수

증기 방출로 인하여 돔 역은 높은 수증기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뒤이어 방출된 

수소의 연소로 인해 생성된 수증기가 증기발생기 격실에서 올라옴에 따라 수증기

농도는 좀 더 높아졌으며  6,500 (1.8시)부터는 수증기농도가 50 vol% 이상을 유

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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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FLO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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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0은 소형 단 냉각재상실사고 시 APR1400 격납건물 내 시간에 따른 압

력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수소 화기의 사용 유뮤에 따라 압력에 큰 차이를 보여

다. PAR만 사용된 경우에는 격납건물 내 압력상승은 사고 반부에 방출된 수증기

가 주도한 것으로 약 1.75기압까지 상승하 다가 수소가 방출되기 까지 서서히 

내려가는데 이것은 수증기의 응축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수소의 방출량, 방출기

간이 수증기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수소의 방출이 격납건물 체의 

압력상승에 미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수소방출이 최 가 되는 6,000  

후에 약간의 압력상승이 보이지만 수소방출이 격히 어들면서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며 오히려 수증기 응축에 의하여 압력이 감소한다. 반면 5,000 부터 

수소 화기가 작동된 경우 수소연소에 의하여 압력은 가 르게 상승하 으며 약 

6,500 (1.8시)에서 첫 번째 연소가 끝나면서 압력은 빨리 내려간다. SBLOCA 시 

수소 화기에 의하여 격납건물 내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압력은 2.5기압까지 상승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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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수완 상실 (TLOFW) 사고

  APR1400의 수완 상실사고 시 수증기와 수소의 3차원 거동에 하여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수완 상실사고 시 다량의 물과 수

증기 그리고 수소는 가압기의 POSRV를 통하여 IRWST 내의 스 로 배출된

다. GASFLOW 해석에 사용되는 이 소스(source)의 질량유량은 사고 해석 

코드인 MAAP의 계산으로부터 얻었다. IRWST 내부로 방출된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 APR1400의 격납건물을 모델링하여 3차원 격자를 생성

하 다. 사용된 격자의 총 셀(control volume) 수는 66,960 개이며 원통좌표를 

사용하 다.  APR1400의 IRWST 환기구에는 IRWST 내외의 압력차에 따라 열

리고 닫히는 랩 형태의 퍼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랩이 IRWST 내의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GASFLOW 코드에 

랩 모델을 도입하여 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하여 수치해석을 하 다. 

GASFLOW는 IRWST 환기구에 설치된 랩이 수증기-수소 거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며, 특히 랩이 설치된 APR1400 격납건물에서는 수

증기의 거동이 수소의 연소특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LOFW 사고 시 소스 방출 장소인 IRWST와 IRWST의 환기구로 연결된 환형격

실에서 수소연소 시 화염의 가속 가능성  수소제어기구(HMS)의 유효성을 평

가하 다. 

 1. 사고 경   격납건물 모델링

  수완 상실사고는 증기발생기에 공 되는 수가 완 히 상실되어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사고이다. 특히 GASFLOW 코드를 이용

하여 격납건물 내 수소의 거동을 해석하기 하여 선정된 TLOFW 사고는 사고 

시작 30분 후에 운 원(operator)에 의하여 가압기의 POSRV가 완 히 개방되

며 노심이 용융으로 이어진다. APR1400 SSAR(standard safety analysis 

report)에 나와 있는 시간별 사고 진행을 보면, 사고 시작 916 에 POSRV의 자

동 개폐가 시작되고, 노심손상은 2,259 에 일어나며, 17,905 에 노심용융물이 원

자로 하반구에 재배치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고 25,276  후에 원자로 용기가 

손된다. 수완 상실 사고에 한 GASFLOW 해석은 원자로 용기가 손되기 까

지 수소가 가압기의 POSRV를 통해 IRWST 내에 있는 스 로 방출되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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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져 있다.    

  이 기간 동안 수소는 물이나 수증기와 함께 스 를 통해 IRWST 내로 방출된

다. APR1400은 격납건물 내 연료재장 수탱크인 IRWST 내에 Fig. 4-11에서와 

같이 90도의 간격을 두고 두 군데에 스 가 치한다. 스 는 IRWST 수면 

아래 수직으로 설치되며 스 의 노즐 구멍을 통해 나온 수증기나 수소는 제트

형태로 분출된다. 스 는 수증기의 응축 시 강한 압력 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응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응축되지 않은 수증기나 비응축 (non- condensible) 

가스인 수소 등은 제트 형태로 스 의 노즐 구멍을 빠져나와 연료재장 수의 

성 항과 부력의 향으로 연료재장 수 수  표면으로 올라와서 IRWST 내의 

기에 섞이게 된다. GASFLOW 해석을 가능한 단순하게 하기 하여 IRWST 내 

연료재장 수의  거동을 무시하고 기체의 유동만을 고려하 다. 연료재장 수는 

정체된 상태로 있으며 열 달은 단지 도에 의하여 일어나고 스 로부터 나온 

수증기의 응축은 모의하지 않는다. MAAP 계산에서 얻어진 스 로 방출되는 

질량률에 수증기의 응축률을 곱하여 실제로 연료재장 수 표면을 빠져나오는 수

증기의 유량을 구한다.  Fig. 4-11은 GASFLOW 해석을 하여 모델링된 

APR1400 격납건물 격자의 k=4에서의 단면 그림이며, IRWSR와 스 가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ASFLOW 해석에 사용되는 소스(수증기와 수소)는 

스  치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정의된 유량으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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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Modeling of APR1400 containment for GASFLOW, horizontal cut 

view of the containment at 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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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이나 고온 의 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냉각재상실사고에서는 수소와 

수증기의 방출은 증기발생기 격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수상실사고에서는 

IRWST 격실로 방출된 수소와 수증기는 환형격실을 지나 돔 역으로 흘러간다. 

연료재장 수를 제외한 IRWST 내의 빈 공간에 있는 공기와 방출된 수소  수

증기의 혼합등과 같은 유동을 히 모의하고, 한 기하학 으로 복잡한 작업

데크 아래의 환형격실을 좀 더 상세히 모델링하기 하여 작업데크 아래의 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53개의 격자 을 생성하 다. 생성된 총 격자수는 61,427개

이고 GASFLOW 해석에 사용된 셀(control volume) 수는 66,960개이다.  

  2. 수소  수증기 방출률 (source modeling)

  수의 완  상실로 인하여 증기발생기에서 열을 제거하지 못하여 원자로 내

부는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이 증가한다. 원자로 내의 압력 상승은 안 감압계통

의 POSRV를 자동 으로 개폐하기 시작하여 원자로 내 압력을 낮춘다. MAAP 

해석 결과 TLOFW 사고 시작 920 부터 POSRV는 열렸다 닫혔다하면서 고온 

고압의 물과 수증기가 POSRV와 연결된 스 를 통하여 IRWST 내로 방출된

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고 30분에 후에 POSRV가 수동으로 열리면서 원자로의 

감압이 격히 이루어진다.    

          

Fig. 4-12 Source from MAAP calculation for the TLOFW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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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2는 MAAP 계산에서 얻어진 IRWST로 방출되는 소스를 시간에 따라 보

여주고 있다. 약 2,000 까지는 물과 수증기가 같이 방출되고, 그 후부터 물은 방

출되지 않는다. 수소는 약 3,500  부근에서 잠시 0.01 kg/s 정도 방출되다가 

15,000 까지 거의 방출되는 않으며, 15,000 에서 20,000  사이에 집 으로 

방출된다. 스 는 POSRV와 연결되어 있으며 IRWST 내의 연료재장 수에 잠

겨있는 일종의 노즐로서 가압기로부터 방출되는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효과 으

로 응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스 를 통하여 분출된 수증기는 주  

냉각수의 과냉각도에 따라 응축률이 달라지는데 참고문헌 [13]에 의하면 연료재

장 수의 온도가 90도 이하이면 거의 모든 수증기가 응축되고 90도에서 100도의 

천이 역을 지나 100도의 포화온도에서는 수증기가 거의 응축되지 않는다. 수

완 상실 사고 시 스 를 통하여 방출되는 고온의 물과 수증기는 IRWST 내의 

연료재장 수 온도를 높이고, 결국 높은 온도로 인하여 스 로부터 방출되는 수

증기는 더 이상 응축되지 못하게 된다. MAAP 계산에서 얻어진 소스의 잘량유량

과 엔탈피를 분하여 IRWST 내의 연료재장 수 온도를 계산한 결과 Fig. 4-13

과 같이 사고 시작 후 10,000 가 지나면서 연료재장 수의 온도가 비등 에 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고 시작 후 10,000 까지는 방출된 수증기가 모두 

IRWST의 연료재장 수에 의해 응축되고 섞여서 격납건물 내 기로 흘러들어가

지 못한다. 연료재장 수의 과냉각도가 높으면 수증기의 응축률이 100%에 가까

울 것이고,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그 응축열로 인하여  연료재장 수의 온도가 

 올라가고 과냉각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의 응축률이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상되지만 체 사고가 진행되는 시간이 수소가 방출되는 기간에 비하여 길고, 수

소가 다량 방출되기 시작하는 시 인 15,000  까지 방출되는 수증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연료재장 수의 온도가 비등 에 도달하는 10,000  이 에 응축되

지 않고 연료재장 수의 수면을 이탈하는 수증기 양은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이다. 

Fig. 4-13에서 요한 은 사고 시작 10,000  후면 연료재장 수의 온도가 비

등 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수증기가 연료재장 수에서 응축이 될 수 없

다는 것이다. 즉 이 후 방출되는 모든 수증기는 IRWST 내의 자유공간으로 흘러가

서 격납건물 내 공기와 섞이게 된다.   

  GASFLOW의 3차원 계산량을 이기 하여 사고 후 10,000까지는 스 를 

나온 수증기가 완 히 응축되고 10,000  후부터는 수증기가 모두 IRWST 내의 

연료재장 수 수면 밖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여, 사고 후 10,000 부터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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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 Fig. 4-14는 GASFLOW 해석을 한 수증기와 수소의 방출률을 시

간에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시간동안 방출된 수증기와 수소의 총 질량은 각각 

77,750kg, 607kg이다. Fig. 4-14의 해석시각 0 는 사고 시각 10,000 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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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Steam and hydrogen source for GASFLOW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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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석 결과

    재의 APR1400 설계는 IRWST의 환기구에 IRWST 내외부의 차압이 0.5psi 

이상이면 열리는 랩(flap) 형태의 퍼(pressure relief damper)가 설치되어 있

다. GASFLOW 코드에는 원래 압력차에 따라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는 기구가 모델

링되어 있지 않으며 한 랩이 격납건물 체에서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4개의 IRWST 환기구가 완 히 개방된 상태에서 해석을 수

행하 다. 

  Fig. 4-15, 16은 수증기, 산소  수소의 3차원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랩이 

없는 경우의 체 인 유동 구조를 악할 수 있다. Fig. 4-15에서는 3,500 에서 

격납건물 내 수증기의 분포와 속도 분포를 보여 다. 수증기의 25 vol% 

iso-surface를 보면 그림의 오른쪽에 치한 환기구에서 방출되는 수증기의 룸

(plume)을 볼 수 있으며, 왼쪽의 환기구를 통하여 공기가 계속 으로 IRWST  내부

로 공 되어 산소가 수증기와 층을 이루고 있다. 심 단면에서의 속도를 보면 오른

쪽에 치한 환기구를 통해 배출된 수증기가 환형격실을 거쳐 작업 데크와 격납건물 

외벽 사이의 환형 환기간극(annular vent gap)을 통하여 격납건물 돔으로 가고 격

납건물 왼쪽에서는 하향 기류가 만들어져 환형격실을 지나 IRWST의 환기구로 유입

되는 큰 순환유동(recirculation flow)을 만들어 낸다. Fig. 4-16은 수소 방출의 첫 

번째 피크를 지난 5,600 에서 수소의 분포를 보여 다. 오른쪽에 있는 IRWST  환

기구에서 8 vol% 이상의 수소 룸이 형성되어 있다. 환기구 바로 쪽의 수평 단면

에서 속도장을 보면 공기가 왼쪽 환기구를 통하여 IRWST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RWST의 환기구에 랩 형태의 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IRWST와 

그 쪽의 환형격실 사이에 유로가 항상 만들어져 있는 경우, 4개의 IRWST 환기구 

 일부에서는 수소가 방출되고 이것은 환형격실을 지나 격납건물 돔 역까지 올라

가서 반 편으로 하강하여 IRWST의 반 편 환기구로 유입되는 큰 순환유동을 만들

어 내는 이유는 IRWST, 환형격실, 환형 환기간극으로 이어지는 격납건물의 기하학

 구조와 더불어 IRWST 환기구의 치와 스 의 치 등에 크게 향을 받은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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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GASFLOW results without flap at the IRWST vent holes,  

calculated steam and oxygen distributions with velocity field on the center 

plane at t=3500s.

           

Fig. 4-16  GASFLOW results without flap at the IRWST vent holes,  

hydrogen distribution inside IRWST and  its discharge thru the vent holes 

with velocity field on the horizontal plane above the IRWST 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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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은 IRWST 환기구에서의 유속을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의 

환기구 1, 2에서는 IRWST 내부로 흐르는 유동이, 그리고 환기구 3, 4에서는 

IRWST 외부로 흐르는 유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기구 2에서는 기 약 300 까

지는 IRWST 내부의 기체가 밖으로 유출되지만, 그 후에는 IRWST 안으로 유입된

다. 환기구 3은 두 스 의 사이에 치하기 때문에 다른 환기구에 비하여 상

으로 많은 양의 기체가 흘러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환기구 2는 환기구 4와 마찬가지

로 스 에 인 해 있지만 기 약 300 를 제외하면 기체가 IRWST로 유입되는 

입구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환기구 3에서의 큰 유량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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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GASFLOW results without flaps at the IRWST vent holes 

volumetric fluxes at the four vent holes. 

IRWST 환기구의 개수와 치 등 격납건물의 기하학  특성에 의하여 격납건

물 체 인 재순환유동이 형성되며, 이로 인하여 IRWST 격실로 공기가 계속

으로 유입된다. Fig. 4-18는 IRWST 내부에 설치된 두 개의 화기 치에서 수

증기, 산소 그리고 수소의 농도변화를 시간에 따라 보여 다. 스 를 통하여 

IRWST 내로 수증기의 방출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산소의 농도는 10 vol% 로 

떨어지고 수증기의 농도 50 vol%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수증기가 5,000 까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지만 산소의 농도가 10 vol%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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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건물 내의 재순환유동에 의하여 IRWST 내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5,000

 이후 수소가 방출되면서 수증기의 농도는 어드는 반면 산소의 농도는 약간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의 방출로 IRWST 격실 내부는 수증기농도가 낮아져 

혼합기체가 가연(flammable) 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500  이후부터는 

수소의 농도가 10 vol% 이상이기 때문에 수소연소 시 화염의 가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ig. 4-18 GASFLOW results without flaps at the IRWST vent holes,  

species concentrations varied with the time at the igniter locations inside 

IRWST.

 Fig. 4-19의 IRWST  격실에 한 수소와 수증기의 농도변화를 보면 스 가 

있는 IRWST 격실에서는 평균 수소농도가 15 vol% 이상 되는 시간 가 존재하며 

그 역에서는 화염가속지수  DDT지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수소연소

가 발생하는 경우 화염의 가속  음속 연소로 천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재 GASFLOW 코드는 화염의 가속  DDT를 직  모의할 수 없고 계산된 수

소농도로부터 얻어지는 화염가속지수와 DDT지수를 이용하여 화염의 특성을 평가

하기 때문에 IRWST와 같은 기하학  형상에서 기계공학 (mechanistic)으로 DDT 

발생을 단정할 수 없지만, DDT지수가 DDT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에 기 하기 

때문에 DDT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 61 -

     (a)     

H2max

H2avsigma

flam. limit

Tmax

Tav

H2Oav

     (b)      

H2max

H2avflam. limit

sigma

d/7λ

H2Oav
Tmax

Tav              

Fig. 4-19 Hydrogen and steam concentrations with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IRWST rooms (a) without spargers (room 30, south), (b) with spargers 

(room 32,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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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FLOW 코드에는 차압(pressure difference)이 한계값(threshold)보다 커지

면 열리게 되는 rupture disk 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차압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랩 기구는 없기 때문에 rupture disk 모델을 개선하여 랩 모델을 구성하 다. 

재의 랩 모델은 차압(여기서는 랩 양쪽의 압력차)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특성에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닫힐 때는 차압이 한계값보다 10% 낮은 에서 닫히도록 

설정하 다. Fig. 4-20은 랩 양쪽의 압력차에 따라 환기구의 면 을 나타내는 그

림으로 수평 축(x)이 차압, 수직 축(y)이 환기구 면 이다. 차압이 양의 값은 IRWST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음의 차압은 IRWST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랩형의 출입문(opening)의 특징은 양방향성이며, 차

압에 따라 양쪽으로 열릴 수 있는 장치이다. Fig.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압이 

0.5psi이면 환기구는 열리게 되고 나가는 유동이 만들어지며, 차압이 -0.5psi 이면 

마찬가지로 환기구는 열리지만 IRSWT 안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이 만들어진다. Fig. 

4-20에서 마젠타(magenta) 색의 실선이 가상 인 랩의 개폐 경로로서 이것은 상

용제품 랩의 성과 같은 설계특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화살표가 있는 굵은 

실선은 GASFLOW에 모델링된 랩의 열림 경로이며 화살표가 있는 굵은 선은 

랩의 닫힘 경로를 나타낸다. 즉 차압이 한계값에 도달하면 랩이 완 히 개방되

어 환기구의 면 이 최 가 된다. 향후 APR1400의 설계에 랩의 사양

(specification)이 반 되면 상세한 랩의 개폐 경로가 GASFLOW에 모델링 되어

야 할 것이다.      

    

Opening(closing) path

Vent area

Pressure difference(psi)0.5-0.5

open

close

Modeled closing path

Modeled opening path

Flow-in Flow-out     

     Fig. 4-20 Modeling of the flap (or flap type open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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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ST 환기구에 랩 형태의 퍼가 설치된 경우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을 분석

하 다. Fig. 4-21은 랩이 있는 경우 GASFLOW로 계산한 압력 변화를 보여 다. 

IRWST 안쪽의 압력은 매우 짧은 주기를 갖는 진동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

가하다가 감소하지만, IRWST 외부 압력은 그런 진동 없이 내부 압력과 비슷한 경향

으로 변한다. IRWST 내외부의 압력은 설계값인 0.5psi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약 2.5  후에 최 로 랩이 열리며 그 후로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면서 변화

한다. IRWST 내부의 압력변화에 짧은 주기를 갖는 진동이 있는 이유는 IRWST 내

부에서 방출되는 소스의 압축성 효과와 랩의 개폐작동 때문이다. 만약 소스가 비

압축성 유체라면 방출되는 소스의 양만큼 IRWST의 환기구를 통하여 배출되어야하

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진동은 만들어 질 수 없으며 연속 으로 환기구를 통하여 배

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방출 소스의 압축성효과와 랩의 개폐 작동에 의하여 

IRWST 내부 압력에 진동이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IRWST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0.5psi만큼 높아 랩이 열리면서 IRWST 내부의 기체가 배출되고 동시에 

압력이 내려가면서 차압이 0.5psi보다 낮아져 랩이 닫히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앞에서 언 되었듯이 GASFLOW 해석을 하여 사용된 랩 모델링에서 랩은 개

방 시 차압보다 10% 낮은 차압에서 닫히도록 모델링을 하 다. 랩의 열림 차압과 

닫힘 차압에 10%의 편차를 둔 것은 랩의 성을 고려한 것인데 이 편차의 크기에 

따라 압력의 변화 특성(주기  진폭)이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편차

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GASFLOW 해석을 수행하 다. 편차가 5%인 경우는 

IRWST 내부압력 진동의 진폭이 10% 편차에 비하여 조  어든 경향을 보 으나 

3% 편차를 주었을 때는 진폭의 변화는 5% 편차일 때와 비교하여 거의 없었으나 

GASFLOW 해석의 수치  분 시간(numerical time step)이 매우 작아지는 경향

을 보 다. 압력의 진동을 제거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보면 소스의 방출 특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500 까지 수증기만 방출되는 기간 동안 격납

건물 내 압력은 포물선 형태로 압력 증가율이 둔화되어 가다가 수소가 방출되면서 

잠시 압력이 상승하지만 수소 방출의 최 을 지나면서 방출된 수증기의 응축에 의

하여 압력이 천천히 감소한다. 8,000 경에 다시 수증기 방출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하지만 수증기 방출이 어들면서 압력도 빠르게 감소한다. 특히 10,000  이

후부터 소스의 방출이 거의 사라지면서 IRWST 내외부의 압력이 반 되어 밖의 압

력이 안쪽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IRWST 안쪽이 수증기의 농도가 높은 상

태에서 수증기가 응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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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1 GASFLOW results with flap at the IRWST vent holes,  

pressure-time histories inside and  outside IRWST.

       

Fig. 4-22 GASFLOW results with flap at the IRWST vent holes, volumetric 

fluxes at the four vent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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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는 IRWST의 환기구에서의 유량을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 양의 

값은 환기구를 통하여 IRWST 내부의 기체가 방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IRWST 안쪽으로 기체가 유입되는 것을 나타낸다. IRWST 환기구에 랩이 없는 경

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있는 경우에는 네 개의 모든 환기구를 통하여 소스가 

IRWST 밖으로 방출되는 유동 특성을 보여 다는 것이다. 즉 스 를 통하여 소스

가 방출되는 동안에는 IRWST 안쪽으로 공기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타

낸다.  다른 은 랩의 반복 인 개폐로 인하여 환기구에서의 유속이 피크 형

처럼 불연속 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스 를 통한 소스 방출이 단된 

10,000  이후부터는 유량이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것을 Fig. 4-21의 압력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IRWST 안쪽에 존재하는 높은 농도의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지고 이 역압력구배에 의하여 IRWST 밖의 공기가 안쪽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Fig. 4-23은 IRWST 내부에 설치된 화기 치에서 기체의 농도변화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것이다. IRWST 환기구에 랩이 설치된 경우에 스 를 통하여 수

증기가 방출되면, 수증기는 IRWST 내부의 공기와 섞여 (희석작용) IRWST 밖으로 

나가게 되고, 약 1,000 부터는 IRWST 내부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고 수증기만 존

재한다. 약 5,000 부터 수소가 방출되지만 이미 IRWST 내부는 수증기만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때 수소 혼합기체는 비가연 상태이다. 수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상 으로 수증기의 농도는 감소하며 약 8,000 에서는 수소의 농도가 60 vol%까

지 올라간다. 그러나 8,000 부터 다시 격히 증가하는 수증기의 방출로 인하여 

IRWST 내부는 수증기의 농도가 올라간다. 약 9,000 에는 IRWST 내부의 수소의 

농도는 5 vol% 이하로 떨어졌다가 수증기의 응축에 의하여 10,000 까지 조  상

승한다. 10,000 부터는 스 를 통한 소스의 방출의 거의 사라지고 IRSWT 내부

는 남아 있는 수증기의 응축에 의하여 수증기의 농도가 선형 으로 떨어진다. 이 수

증기의 응축은 IRWST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IRWST 외부로부터 공기의 유입을 

유도한다. 이로 인하여 IRWST 내 산소의 농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24는 IRWST  내부에 설치된 네 개의 PAR로 유입되는 기체의 농도와 PAR

에 의해 재결합된 기체(exhaust)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5,000 와 

10,000  사이에는 산소 기근으로 인하여 수소가 PAR에 의하여 재결합되지 못하고 

외부로 배출되며, IRWST 내부의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공기가 유입된 후부터 PAR

에 의한 수소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exhaust 기체의 온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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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Species concentrations at the igniter locations(I9, I10) inside 

IRWST.

      

Fig. 4-24 Exhaust temperature and hydrogen-oxygen concentrationsat the 

inlet of PARs(P1, P2, P3, P4) inside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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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5는 t=1,900s에서 수증기의 3차원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네 개의 

IRWST 환기구에서 수증기 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IRWST 환기

구에 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4개의 환기구 에서 2개의 환기구를 통

하여 공기가 유입되었으나 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기구를 통하여 소

스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증기는 스 가 있는 IRWST 격실

(Fig. 4-25b)에서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b)

  Fig. 4-25 Calculated steam distributions at t=1900s, when the flaps are 

installed at the IRWST vent holes (a) steam plums from IRWST room without 

sparger (room 30), (b) steam plums from IRWST room with sparger (room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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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은 같은 시각에 수증기의 흐름을 보여주기 하여 수직 단면에서의 속

도장과 유 선을 나타내었다. 그림의 오른쪽에 치한 IRWST의 환기구(환기구 4)

에서 시작한 유 선은 수직방향으로 격납건물 돔 역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돔 

역에서 순환하는 복잡한 경로를 지나서 반 편 증기발생기 격실로 흘러 들어가는 것

을 볼 수 있고, 다른 유 선은 격납건물 외벽을 따라 크게 순환하여 반 편 벽을 따

라 내려가서 그림의 왼쪽에 치한 환기구에서 방출되는 소스와 섞이면서 약간 상승

하는 듯 복잡한 경로를 따라 돌다가 환형격실을 타고 다시 오른쪽의 환기구 근처로 

흘러가는 재순환 유동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4-26 Steam flow in the APR1400 containment at t=1900s visualized by 

streaklines and iso-surface of steam concentration during the TLOFW 

accident when the flaps are installed at the IRWST vent holes.     

IRWST 환기구에 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유동 

구조를 비교해보면, 서로 비슷한 과 다른 을 찾을 수 있다. 우선 IRWST 환

기구의 개수와 치 그리고 스 의 치 등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하

학  특성은 랩의 유무와 계없이 두 경우 모두 유동 구조에 반 되는 것으

로 단된다. 즉 네 개의 환기구 에서 스 에 가까이 있는 환기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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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많은 소스가 방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

여 랩의 유무와 계없이 격납건물 체 으로 재순환유동이 형성된다. 격납건

물 내에 형성된 재순환유동의 흐름 방향도 에 언 된 스 와 환기구의 가하

학  특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랩의 유무에 계없이 일치한다.  그러나 

환기구에 설치된 랩은 IRWST 내부 유동에 큰 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재

순환유동의 형태가 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IRWST 환기구에 랩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환기구(스 에 인 한 환기구)를 통해 방출소스가 나가고 반

편 환기구로 공기가 유입되어 격납건물 체의 재순환유동장에 IRWST도 포함되

지만, 랩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기구를 통하여 수증기 등이 나가기 때문에 

격납건물 재순환유동장에서 IRWST는 제외되며 환기구에서 서로 다른 유속은 재

순환유동을 만드는 모멘트를 제공하고 있다.   

  

                   

Fig. 4-27 Calculated steam and hydrogen distributions at t=8,150s, 10 

vol% hydrogen plums are shown at the exits of IRWST 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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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를 통한 수소 방출의 두 번째 피크 을 지난 t=8150s에서 수소의 거동

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Fig. 4-27). 격납건물 내 수소의 분포를 보면 6 

vol%의 수소구름은 IRWST 에 있는 환형격실을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스

가 있는 오른쪽의 환기구로 더 많은 수소가 방출되어 작업 데크 로 6 vol%의 

수소구름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 vol% 이상 고농도의  수소

구름은 IRWST 환기구 근처의 제한 인 역에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완 상실 사고 시 수소는 IRWST에서 방출되어 환기구를 빠져나와 환형격

실로 가서 상부의 격납건물 돔 쪽으로 흘러가면서 확산된다. 이런 유동 구조로 

인하여 IRWST와 그 의 환형격실에서 수소 구름의 특성이 매우 요하다. 

Fig. 4-28은 IRWST에서 수소혼합 기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소구름의 

평균 수소농도는 6 vol%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2.8시(10000 ) 이

에는 수소농도가 0이며 이것은 산소의 고갈로 인하여 연소가능한 수소구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Fig. 4-29에서 알 수 있듯이 환형격실에서도 사고해석 시간 동안 평균 수소농

도는 5 vol%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소 혼합구름이 연소가 되어

도 화염이 가속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형격실에서 최 온도가 갑

자기 1000K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환형격실에 설치된 PAR에 의하여 수소가 

재결합되면서 발생한 국소 인 상이며 환형격실 체의 평균온도는 매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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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Hydrogen and steam concentrations with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IRWST rooms (a) without spargers (room 30, south), (b) with spargers 

(room 32, north) in case of flap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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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Hydrogen and steam concentrations with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annular compartment, (a) room 10, (b) room 11,  below 114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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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WST의 연료재장 수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재장 할 때뿐만 아니라 사고 발

생 시 원자로 안 주입, 격납건물 살수 등을 해 사용된다. 그리고 APR1400은 

사고 시 원자로 공동 충수(cavity flooding)를 통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ERVC) 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

고 발생 시에 연료재장 수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해 펌 에 의하여 HVT 

(hold-up volume tank)를 통하여 원자로 공동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사고 

시 사고 처 략에 따라 IRWST의 연료재장 수 수 는 변화하게 되는데, 연

료재장 수를 이용한 능동  처방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료재장 수 

수 가 정상 가동 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을 것이며 원자로 안 주입과 외벽냉

각을 하게 되면 IRWST의 수 는 가장 낮게 될 것이다. 지 까지 수완 상실

사고 시 GASFLOW 해석에서는 IRWST의 연료재장 수 수 가 가장 낮은 상태

를 고려하 으나 외벽냉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RWST의 수 가 높고 기체

가 차지하는 자유체 이 상 으로 작기 때문에 IRWST의 자유체 의 크기에 

따른 수소거동의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a)                          (b)  

Fig. 4-30 APR1400 containment modeling with consideration of the IRWST 

water depth, (a) in case that the IRWST water is reduced for the safety 

injection and ERVC (b) in case that the IRWST water depth is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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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은 IRWST 내 연료재장 수 수 에 따른 APR1400 격납건물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으로 Fig. 4-30(a)는 지 까지 수완 상실사고 해석을 하여 사용된 

APR1400의 격납건물 모델로서 사고 시에 능동 인 응으로 연료재장 수의 수

가 최 인 경우이며 (b)는 외벽냉각 등과 같은 사고 응 력을 수행하지 못하 을 

때의 연료재장 수 수 를 고려한 격납건물 모델이다. IRWST의 자유체 의 크기

에 따른 수소거동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Fig. 4-30(b)의 IRWST 내 연료재장

수 수 가 정상운  시와 같은 경우에 하여 GASFLOW 해석을 수행하 다. 

               

Fig. 4-31 Calculated steam and hydrogen distributions at t=8,000s in case 

that the flaps are installed at the IRWST vents and the IRWST water level is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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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FLOW 계산을 수행한 결과, IRWST 내 연료재장 수 수 는 IRWST와 

격납건물에서 수증기  수소의 거동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4-31은 IRWST 환기구에 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8,000 에서 수

소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Fig. 4-27과 비교하면 6 vol% 농도의 수소 구름

의 크기와 치가 거의 흡사하며 10 vol%의 높은 수소농도를 가진 가스의 룸

이 모든 환기구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환형격실에서 형성된 수소 

혼합구름의 특성(Fig. 4-32)을 보면 앞에서 언 된 IRWST 내 수 가 최 인 경

우와 마찬가지로 사고해석 시간 동안 평균 수소농도는 5 vol%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소 혼합구름이 연소가 되어도 화염이 가속될 가능성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통해서 IRWST 내 연료재장 수 수 가 수소의 거

동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단된다. 

Fig. 4-32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gen mixture cloud in the annular 

compartment in case that the flaps are installed at the IRWST vents and the 

IRWST water level is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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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원상실사고 (SBO) 

  APR1400의 수완 상실(TLOFW) 사고 시 IRWST를 포함한 격납건물 체

의 3차원 해석을 GASFLOW 코드로 수행한 결과 IRWST의 환기구에 설치된 

랩(flap)은 격납건물 체의 유동 구조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RWST 내의 연료재장 수가 스 로 방출되는 고온의 원자로 냉각수와 

수증기에 의하여 수소가 방출되기 에 비등 에 도달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양

의 수증기가 응축되지 않고 IRWST의 기 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수증기는 

IRWST 내의 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 으며, 격납건물의 모든 격실에서 

수소연소 시 화염의 가속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AP 분석

에 의하면 원상실(SBO) 사고 시에는 수완 상실사고와는 달리 작업자가 수

동으로 POSRV를 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작 약 37,000 경과 후에 

다량의 물과 수증기가 방출되고 바로 이어 수소가 스 를 통해 방출되며, 이로 

인하여 IRWST 연료재장 수는 수소가 방출되는 동안 비등 에 도달하지 않고 

거의 부분의 수증기가 응축된다. 이 SBO 사고 경 는 dry-hydrogen case로

서 TLOFW 사고 경 와는 달리 수소만 IRWST 기로 방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  SBO22 사고에 하여 순수 수소만 방출된다는 보수 인 가정을 하여  

APR1400의 기본 설계에 반 된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 

APR1400의 기본 설계는 IRWST 내부에 2개의 수소 화기와 4개의 수동 매재

결합기인 Siemens사의  PAR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하여 

GASFLOW 코드로 해석한 결과 IRWST 격실과 IRWST 의 환형격실 등에서 

높은 농도의 수소 구름이 형성되면서 수소연소 시 화염의 가속 가능성이 높은 

시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APR1400에서 원상실사고 

발생 시 수소연소로 인한 화염가속 가능성을 이기 하여 환형격실에 수소

화기를 설치하고 IRWST의 환기구를 통하여 나오는 수소를 바로 연소시키는 방

법과 IRWST 격실에서 스 가 설치된 섹터 부근에 수직벽을 설치하여 IRWST 

내 냉각수의 온도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빨리 비등 에 도달하여 스 로 방출

되는 수증기의 일부가 IRWST 내에서 응축되지 않고 기로 방출되도록 하는 방

법을 제안하 으며, 두 가지의 APR1400의 설계 수정안을 제시하고 각각에 하

여 수소제어의 에서 유효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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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 경

   본 연구에서 수행된 원상실(Station Black Out) 사고는 비상 디젤발 기를 포

함한 격납건물 내 모든 AC 원이 상실되고 소내 DC 배터리만 8시간동안 가용한

(available) 사고 시나리오이다. 이 기간 동안 DC 원은 터빈에 의해 구동되

는 보조 수펌 의 유지에 사용되며, 이 보조 수를 통하여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을 제거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RCS) 압력을 POSRV의 설정 

압력보다 낮게 유지한다. 사고가 계속 진행되면서 DC 원이 상실되고 보조 수 

펌 가 정지되며, 이로 인하여 증기발생기의 수가 고갈되면 증기발생기를 통한 

RCS의 열제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RCS의 압력이 POSRV의 설정 압력보다 높아지

게 된다. 이후 POSRV는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면서 RCS의 냉각수와 수증기를 방

출한다.     

  2. 수소  수증기 방출률 (source modeling)

  원상실사고는 수완 상실사고와 마찬가지로 소스의 방출이 가압기의 POSRV

를 통하여 IRWST 내부에 설치된 스 (sparger)에서 이루어진다. 사고 발생 후 

원자로 내부의 상은 MAAP으로 계산되어지며 물, 수증기  핵연료 피복제의 산

화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수소 등의 소스 방출률은 MAAP으로부터 얻어 GASFLOW 

코드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Fig. 4-33은 스 로 방출되는 소스의 질량속도(mass flow rate)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 직후 짧은 순간동안 수증기가 방출되지만 보조 수펌 의 작동으

로 노심에서 생성되는 열을 증기발생기에서 제거하여 더 이상 원자로 용기 내의 

압력은 증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소스의 방출도 없다. 그러나 DC 원이 상

실되고 보조 수 펌 가 정지되며, 이로 인하여 증기발생기의 수가 고갈되면

서 다시 POSRV를 통하여 소스의 방출이 이루어진다. 약 37,000 에서 잠시 수

증기가 방출된 후 다량의 냉각수가 IRWST로 방출된다. 그 후 약 6,000  동안  

수증기가 불연속 으로 방출되고 수증기의 방출률이 감하면서 수소가 방출되

는 모습을 보여 다. 고온의 원자로 냉각수와 수증기는 IRWST 내에 있는 재장

수에 섞이면서 수증기는 응축하게 된다. 기에 재장 수의 과냉각으로 인하여 

방출되는 모든 수증기가 응축한다고 가정하고 연료재장 수 온도를 계산한 결과 

Fig. 4-34에서 보는 것처럼 사고 발생 후 5만 에서 재장 수 온도는 80oC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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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소가 방출되는 동안 IRWST 내의 연료재장 수가 비

등 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소와 함께 방출된 수증기는 부분 연료재

장 수에서 응축되고 수소만 방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IRWST 연료재장 수의 과냉

각을 고려하여 스 로 방출되는 수증기가 모두 응축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사

고 시작 후 45,000 부터 50,000 까지 5,000  동안에 방출되는 수소의 거동을 

GASFLOW로 계산하 다. Fig. 4-35는 GASFLOW 해석에 사용된 수소의 방출률을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 5,000  동안 총 574kg의 수소가 IRWST 내부로 방

출된다. 이 그림에서 수소의 방출 패턴을 보면 기 2,000 까지(사고 시간으로 보

면 45,000 에서 47,000 까지의 2,000  동안)는 피크 형으로 간헐 인 모습으

로 방출되다가, 그 후에 연속 으로 방출된다. 수소의 최  방출 시 은 해석 시간으

로 2,400 이며 이때 수소는 2.5kg/s로 방출된다.        

     

             Fig. 4-33  Source from MAAP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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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Temperature of IRWST water calculated using  mass fluxes of 

steam and water and their enthalpies.

   

Fig. 4-35 Hydrogen source for GASFLOW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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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석 결과

     APR1400의 IRWST 격실 천정에는 4개의 환기구가 있으며, 이 환기구에 

IRWST 내외부의 차압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랩(flap)이 설치되어 있다. 이 랩

은 IRWST 격실  격납건물 체의 유동 구조  수소분포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수완 상실사고의 해석에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수소가  IRWST 격실

에서 방출되므로 4 개의 환기구에 랩 모델을 사용하 다. 스 로 방출되는 수증

기의 완 한 응축을 가정한 Fig. 4-35의 수소방출률을 GASFLOW의 소스로 사용하

여 사고발생 45,000 부터 5,000 동안의 수소거동을 해석하 다. IRWST 격실은 

원주방향으로 길이가 매우 길어서 스 가 있는 곳과 그 반 편의 냉각수 온도가 

완 히 같지는 않지만, 스 로 방출되는 물과 수증기는 고압으로 방출되는 제트 

유동을 형성하여 IRWST 내 냉각수와의 열 혼합을 진할 것으로 단되어 여기서

는 IRWST 내 냉각수의 온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 다. 이 장의 후반부에 설명이 되

겠지만, 이 가정은 수소 제어의 에서 보수 인 결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의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 수소 화기가 작동하지 않

는 경우를 해석하고 수소 화기가 작동할 때의 수소분포와 비교하 다. IRWST로 

방출된 수소는 격실 내부의 공기와 섞이면서 압력이 증가하다가 IRWST 내부의 압

력이 외부압력보다 0.5psi 높아지면서 환기구에 설치된 랩이 열리고 수소 혼합기

체는 IRWST 의 환형격실로 흘러나간다. Fig. 4-36은 스 로 방출되는 수소의 

질량률이 가장 높은 시 인 약 2,400 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분포를 보여 다. 

Fig. 4-36(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기구로 방출된 수소는 IRWST 의 환형격

실을 지나 작업 데크(operating deck)와 격납건물 외벽 사이에 만들어진 환형의 1

피트 환기 간극을 통하여 격납건물 돔으로 흘러간다. 좁은 환기 간극으로 인하여 작

업 데크 아래에 둥근 띠모양의 10 vol% 농도의 수소구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400 에서 IRWST 내부는 높은 농도의 수소 혼합기체가 형성되어 있고 

Fig. 4-36(b)의 왼쪽 환기구에서는 20 vol% 농도의 수소 룸이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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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GASFLOW results at t=2400s for the SBO accident, calculated 

hydrogen distribution in the APR1400, (a) 10 vol% hydrogen cloud is 

developed around the operating deck, (b) 20 vol% hydrogen plume is shown 

at the left IRWST vent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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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은 IRWST 내외부의 압력을 시간에 따라 그린 것으로 5,000  동안 격

납건물의 압력상승은 0.18기압으로 미미한 정도의 압력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것은 낮은 도의 수소만 방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에는 랩이 열지지 않

고 IRWST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다가 약 1,600 부터 랩이 열리면서 수소 혼합기

체가 IRWST 밖으로 방출되고 이에 따라 격납건물 체의 압력도 상승한다. IRWST 

내부의 압력은 외부에 비해 0.5psi (3435Pa) 높은 압력을 나타내며 진동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데 이것은 환기구에 설치된 랩이 반복 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이다. 

        

Fig. 4-37  GASFLOW results for the SBO accident, pressure-time histories 

inside and outside IRWST.

Fig. 4-38은 4 개의 환기구에서 혼합기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 

환기구 밖으로 배기되는 속도가 양의 값을 갖는다. 이 계산에서는 4 개의 모든 환기

구에서 간헐 인 형태로 IRWST 밖으로 혼합기체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 다. 수소

만 방출되는 SBO 사고에서도 TLOFW 사고와 마찬가지로 랩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에는 4개의 IRWST 환기구를 통하여 혼합기체가 나가는 유동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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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GASFLOW results for the SBO accident, volumetric fluxes at the 

four vent holes. 

APR1400의 기본설계에서는 IRWST 내부에 4 개의 PAR와 2 개의 수소 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Fig. 4-39는 SBO 사고 시에 두 개의 수소 화기 치와 네 개의 

PAR 치에서 시간에 따른 수소농도의 변화를 그린 것이다. PAR에 비하여 스

와 가까이 설치된 수소 화기 치에서 수소농도는 약 1,200 부터 가연상태가 되

고 약 1,700 부터 수소농도가 10%를 넘어선다. Fig. 4-35에서 알 수 있듯이 

2,000 부터 수소는 연속 으로 방출되기 시작하며 IRWST 내부의 수소농도도 

격하게 상승하여 산소농도를 희석시킨다. 약 2,400 경과 후부터는 IRWST 내부에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수소는 비가연 상태가 된다. Fig. 4-40은 

PAR 치에서의 기체의 농도와 PAR에 의하여 재결합되고 배출되는 배기기체의 온

도를 보여 다. PAR에 의한 수소의 재결합으로 배기가스의 온도는 약 1,100K까지 

올라가지만, IRWST 내부의 산소 기근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소의 재결합은 이루어

지지 않고 온도가 격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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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Species concentrations at the igniter locations(I9, I10) inside 

the IRWST

        

       

Fig. 4-40 Exhaust temperature and hydrogen-oxygen concentrations at 

the inlet of PARs inside the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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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FLOW 코드는 lumped-parameter 코드와 결과를 비교하고 한 각 격실별

로 수소구름의 연소특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OTHIC 

해석에 사용된 총 41개의 APR1400의 격실 자료를 입력하 다. GASFLOW는 0%, 

4%, 8%, 16% 등의 수소농도를 기 으로 각 격실별로 수소 구름을 구성한 뒤 그 혼

합기체의 연속특성을 평가한다. 수소농도 0%는 격실 체의 혼합기체를 의미하고, 

4% 한계치는 격실에서 최소 연소한계인 4% 이상의 수소농도를 갖는 수소 구름을 

구성하여 이 혼합기체 구름에서 수소의 연소특성을 평가한다. 

Fig. 4-41은 IRWST 격실에서 수소농도 4% 이상의 혼합기체의 평균  최  농

도와 수소연소 특성을 보여 다. PAR의 수소재결합으로 인하여 수증기의 농도는 약

간 상승하지만 체 해석시간동안 10% 미만의 낮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0

(0.56h) 까지는 스 를 통하여 간헐 으로 수소가 방출되므로 수소가 방출되는 

시기에는 수소농도 4% 이상의 수소 구름이 형성되었다가 수소방출이 없어지면서 

수소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소 농도 4% 이상의 혼합기체 구름이 없어지는 특성을 보

인다. 약 2,000 (0.56시) 후부터 스 를 통하여 수소가 연속 으로 방출되면서 

IRWST 격실 내의 수소 농도가 격히 상승하고 수 분간 화염가속지수(sigma)  

d/7L(DDT 지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IRWST 격실에서 수소연소가 발

생하는 경우 화염의 가속  음속 연소로 천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약

2,200 (0.61h)까지 수소 농도가 상승하다가 수소 농도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것

은 그 때부터 IRWST 내부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연 구름이 형성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Fig. 4-42은 IRWST 상부의 환형격실과 RDT(Reactor Drain Tank) 격실에서 

4% 이상 수소 농도를 갖는 혼합기체 구름의 연소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환형격실은 

기체의 유로 에서 IRWST의 환기구와 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  수소농

도의 변화는 랩의 개폐에 향을 받아 피크 형을 만들고 있다. 환형격실의 평균 

수소 농도도 약2,200 (0.61시) 이후 수 분간 30vol% 까지 올라가며 DDT 지수 값

도 60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DT 격실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평균 수소농도가 20 vol%까지 올라간다. RDT 격실에서 특히 수소 농도가 높게 나

타난 이유는 이 격실이 IRWST 환기구에 인 해 있어서 환기구를 나온 수소구름이 

RDT 격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환형격실과 RDT 격

실에서도 수 분 동안 화염의 가속  음속연소로 천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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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IRWST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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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annular  

compartment and RD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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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소 화기를 작동한 경우에 하여 격납건물 내 수소 분포와 수소제어기

구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하여 GASFLOW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보여

다. Fig. 4-43은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로서, 수소

화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격납건물의 압력이 좀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나지만, 2,600  이후부터는 압력이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 2,000  부근에서 

IRWST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더 낮아지고, 2,600  이후에 압력이 감소하는 상

은 수소연소로 인하여 만들어진 수증기의 응축과 련이 있으며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될 것이다. 

        

Fig. 4-43 Pressure-time histories inside and outside IRWST with igniters 

turned on

Fig. 4-44는 IRWST 환기구에서의 기체 속도를 시간에 따라 그린 것으로 2,000

 부근에서 일시 으로 음의 값을 가지며 그 외 시간에서는 네 개의 모든 환기구에

서 양의 값을 갖는다. 환기구에서의 속도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기체가 IRWST 

내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간 는 Fig. 4-43의 압력 그래 에서 IRWST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낮은 시간 와 일치한다. 수소 화기에 의하여 IRWST 내에

서 수소연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랩의 향으로 IRWST의 일부 환기구에서 기체

가 유입되고 나머지 환기구에서 기체가 방출되는 유동구조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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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Volumetric fluxes at the four vent holes when the igniters are 

turned on 

Fig. 4-45와 46은 IRWST 내 수소 화기와 PAR의 치에서 기체성분의 농도

를 시간에 따라 보여 다. Fig. 4-45의 수소 화기 치에서 수증기의 농도 변화

를 보면 1,200 , 1,400  1,600  부근에서 순간 으로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수소 화기의 작동으로 간헐 인 수소연소가 발생한 것으

로 단된다. 수소연소가 연속 이지 못하고 순간 인 연소가 일어나는 것은 스

를 통한 수소의 방출 패턴과 직 인 련이 있다. 2,000  까지 수소 방

출은 POSRV의 개폐 작동에 의하여 피크 형처럼 방출되며, 순간 으로 수소의 

농도가 연소한계인 4 vol%를 넘어서면서 수소 화기에 의하여 화염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스가 연속 으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연소에 의하여 수소농도가 

연소한계보다 낮아지면서 화염이 소멸된다. 1,800  부근에서는 수소연소가 그 

에 비하여 좀 더 길게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2,000 부터 수소가 스 를 통

하여 연속 으로 방출되면서 수소의 농도가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60  부근에서 수소농도가 수직상승하는 동안에 수증기의 농도도 동반상승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산소의 농도는 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

에 수소 연소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발생된 수소화염이 산소의 고

갈로 소멸되는데, 이 시기의 산소고갈은 방출 수소에 의하여 희석된 것이 아니라 

수소연소의 의한 산소소모가 주된 원인으로 단된다. Fig. 4-46에서 PAR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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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스의 온도를 살펴보면, 수소농도가 올라가는 시 에서 PAR의 작동으로  온도

가 상승한다. 2,000 에서는 수소의 연속 인 방출로 인하여 온도가 1,200K까지 

격하게 상승하지만 산소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수소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Fig. 4-45  Species concentrations at the igniter locations inside the 

IRWST. 

                 

Fig. 4-46  Exhaust temperature and hydrogen-oxygen concentrations at 

the inlet of PARs inside the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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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7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IRWST 

compartment when the igniters turn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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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8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annular  

compartment when the igniters are turn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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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7, 48은 IRWST와 환형격실에서 수소 구름의 연소 특성을 보여 다. 수

소 화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수소화염의 가속가능성이 높은 시간 역

이 크게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가 연속 으로 방출되기 시작하는 약 2,000

(0.55시) 부근에서 화염가속지수인 σ index 값이 100까지 상승하고 DDT지수인 d/7λ 

값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 되었듯이 이 시 에  IRWST 내에

서 수소 화기의 작동으로 인하여 수소연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 2,000

(0.55시) 부근에서 발생하는 연소는 매우 큰 압력 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g. 4-49는 SBO 사고 시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 2,400 에서 격납건물 내 

수소 분포를 보여 다. APR1400의 기본 설계에서는 환형격실에 수소 화기가 설

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 화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업 데크 

아래의 환형격실에서 10 vol% 이상의 수소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IRWST의 환기구를 통하여 높은 수소 농도의 룸이 만들

어져 있다.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IRWST 내에서 짧은 시간동안 수소연

소가 일어나고 그 후 IRWST 내의 산소 고갈로 인하여 더 이상 수소 연소는 발생하

지 않으며 높은 농도의 수소 기체가 IRWST 밖으로 방출되며 이것은 환형격실을 통

하여 격납건물 체로 확산되어 간다. 수소 화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작동하는 

경우에 하여 GASFLOW로 해석한 결과 IRWST 내에 설치된 수소 화기는 SBO 

사고에 하여 격납건물 체에 한 수소거동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IRWST 격실과 환형격실에서는 수소연소 발생 시 화염의 가속 가능성

과 음속 연소로의 천이 가능성이 높은 시간 가 수 분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 환형격실에 설치된 PAR는 수소재결합을 하면서 발열반응으로 인하여 고열이 발

생하고 이로 인하여 작업 데크 아래에 축 된 높은 농도의 수소 구름에 수소연소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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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9  GASFLOW results at t=2400s for the SBO accident, calculated 

hydrogen distribution in the APR1400 with the igniters turn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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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BO 사고에 한 수소 제어

APR1400의 기본 설계에 반 된 수소제어기구는 SBO와 같이 수소만 IRWST 

격실로 방출되는 사고 시에는 수소를 히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개선하기 해 다음과 같이 APR1400의 설계를 수정한 경우에 한  

GASFLOW 해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개

념을 제안하고 각각에 하여 격납건물 내 수소의 거동을 분석하 다. 첫 번째 

방법은 환형격실에 수소 화기를 설치하고 IRWST의 환기구를 통하여 나오는 

수소를 바로 연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IRWST 격실에서 스

가 설치된 섹터 부근에 수직벽을 설치하여 IRWST 내 연료재장 수의 온도 상승

을 유도하는 것이다. 재 APR1400의 기본 설계에서는 스 가 90도 간격으로 

두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스 로 방출된 고온의 원자로 냉각수와 수증기는 환

형의 IRWST 격실의 원주방향으로 확산되면서 IRWST 내의 연료재장 수 온도

를 상승시킨다. IRWST는 동심 원통 모양의 격실로 내벽은 반지름이 

16.15m(53ft) 외벽의 반지름이 21.89m(71.83ft)이고 정상 운  시 수심은 

3.5m(11.5ft)로 총 냉각수의 질량은 약 2400톤이다. 스 로 방출되는 물과 수

증기는 고압으로 방출되는 제트 유동을 형성하여 IRWST 내 냉각수와의 열혼합

을 진할 것으로 단된다. 두 개의 스 를 포함하는 120도 간격의 두 수직벽

을 IRWST 내에 설치함으로써 제트에 의한 류혼합을 120도 내의 연료재장

수로 제한(water confinemnet in the IRWST)함으로써 120도 내의 연료재장

수는 빨리 비등 에 도달하게 되고 그 뒤 스 로 방출된 수증기는 부분 응축

되지 않고 냉각수 표면을 이탈하여 IRWST의 기체 공간을 채우게 된다. 두 수직

벽은 IRWST의 내벽과 외벽에 연결되어 있지만 하부는 IRWST 바닥에서 약간의 

간극을 두어 IRWST 체의 수 는  역에 하여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정 설계에서는 IRWST 의 환형 격실에 수소 화기를 설치하여 

IRWST 환기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수소를 바로 연소시키는 개념으로 IRWST 환

기구 쪽에 수소 화기 모델을 GASFLOW 입력자료에 넣어서 계산을 수행하

다. Fig. 4-50은 Fig. 4-35의 수소 방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

다. 이 그림은 2,400 에서 격납건물 내 온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IRWST 환

기구 에 정지 화염(standing flame)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소된 

가스는 환형격실을 지나 격납건물 돔 쪽으로 흘러가면서 격납건물 내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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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압력을 상승시켰다.

          

Fig. 4-50  GASFLOW results at t=2400s for the SBO accident, calc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APR1400 when igniters are installed in the 

annular compartment above the IRWST. 

 Fig. 4-51은 IRWST 의 환형격실에서 수소 혼합기체의 시간에 따른 농도와 온

도를 보여 다. 기체의 평균 온도는 약 600K까지 상승하는 반면 화염부에서 최고 

온도는 1,600K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WST에서 방출되는 수소를 직  

연소시킴으로써 환형격실 내의 평균 수소농도를 4% 이하로 낮추어 환형격실 체

인 연소는 발생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RWST 환기구에 정체된 

수소화염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환형격실의 콘크리트 구조물  인 한 장비들에 매

우 큰 열부하를  것으로 생각되며 요한 장비들에 한 열로부터의 보호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 97 -

         

         

Fig. 4-51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annular  

compartment when igniters are installed in the annular compartment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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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RWST.

SBO 사고 시 한 수소 제어를 한 두 번째 개선안은 스 로부터 방출되는 

수증기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IRWST 내에 격벽

(partition wall)을 두는 것이다. 

             

             

Fig. 4-52 Partitioning of the IRWST, horizontal views to show the vertical 

partition walls constructed around the spargers in the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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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3 Vertical view of the partition wall constructed in the IRWST

Fig. 4-52는 IRWST를 격실화하기 한 방법으로 두 스 를 동시에 포함하도

록 격벽을 설치하는 방법과 스  역을 각각 분리하여 격벽을 두는 방법을 도식

으로 보여 다. Fig. 4-53은 격벽의 치에서 IRWST의 수직 단면을 보여주는 것

으로 격벽의 하단부에 간극을 두어 스 의 안쪽과 바깥쪽 역에서 수 를 같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스 를 포함하는 격벽으로 인하여 스  부근의 냉각수는 격하게 온

도가 상승하여 비등 에 도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 후 방출되는 수증기는 

거의 응축되지 않고 냉각수 표면을 벗어나 IRWST의 기체 공간으로 흘러들어간

다.  Fig. 4-54는 스 가 있는 역의 연료재장 수(confined IRWST water)

의 온도상승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약 45,000 에 비등 에 도달한다. 

이것은 SBO 사고 시 수소가 방출되기 에 IRWST의 연료재장 수가 비등 에 

도달하여 수소와 수증기가 같이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MAAP을 이용한 SBO 

사고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45,000 부터 50,000 까지 방출된 수소와 연료재

정 수에 응축되지 않고 기 으로 분출된 수증기의 질량은 각각 574kg, 105

톤이다. Fig. 4-55는 IRWST의 격실화에 의한 소스의 방출률을 보여 다.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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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까지는 수소와 수증기가 거의 같은 시 에 간헐 으로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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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54 Water temperature in the confined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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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55  Source of SBO in the compartmentalized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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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55의 소스(수증기  수소) 자료를 이용하여 5,000  동안 GASFLOW로 

계산을 수행하 다. Fig. 4-56은 2,400  시 에서 격납건물 내의 수증기와 수소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IRWST 환기구를 통하여 격납건물로 

방출된 것을 볼 수 있다. 격납건물로 방출된 다량의 수증기로 인하여   수소만 방출

되는 기존의 경우에 비하여 수소 농도는 많이 낮아졌으며 10 vol% 농도의 수소 구

름도 환형격실에서 부분 으로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56 GASFLOW results at t=2400s for the SBO accident, calculated 

hydrogen distribution in the APR1400 where the IRWST is 

compartmentalized.

Fig. 4-57은 IRWST 내부와 외부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로, 많은 수증기의 

방출로 인하여 압력이 약 2기압까지 상승하 다. 수소와 수증기가 간헐 으로 방

출되는 2,000 까지는 IRWST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반 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수소와 수증기가 방출되는 시 에서는 IRWST 내부 압력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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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외부보다 압력이 높아지지만 수증기의 응축 상에 의하여 바로 IRWST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진다. IRWST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낮은 동안에도 내부 압력

에 진동을 보이는 것은 랩이 계속 으로 개폐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로 인하여 IRWST 외부로부터 공기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4,000 를 넘

은 후반부에서도 간혹 IRWST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지는 상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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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7 GASFLOW results for the SBO accident in the APR1400 with the 

confined IRWST, pressure-time histories inside and outside IRWST

 Fig 4-58은 IRWST 환기구에서 기체속도를 나타내며 음의 값은 IRWST 내부

에서 스 로부터의 수증기 방출이 멈춘 시간에 IRWST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압력이 감소하여 IRWST 의 환형격실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것

을 의미한다. IRWST 내에 설치된 수소 화기 치에서 혼합기체의 농도를 보면 

(Fig. 4-59) 수소와 수증기가 간헐 으로 방출되는 2,000 까지는 수증기의 농

도가 50 vol%에서 100 vol%까지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00  

후에 수소가 연속 으로 방출되면서 수소의 농도가 올라가지만, 수소가 가연 농

도(연소한계)에 이르기 에 스 로부터 방출된 수증기에 의해 부분의 산소

가 희석되어 수증기와 함께 IRWST 밖으로 려나간 것을 알 수 있다. 스 로

부터 수소 방출이 최고에 달하는 2,400  부근에서 최 의 수소 농도는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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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그 후로 수증기에 의해 희석되어 연소 한계 보다 낮은 농도를 유지하 다. 

IRWST 격실 내 혼합기체는 시종 높은 수증기의 농도로 인하여 비가연 상태를 유지

한다. 

       

Fig. 4-58 GASFLOW results for the SBO accident in the APR1400 with the 

confined IRWST, volumetric fluxes at the four vent holes. 

    

Fig. 4-59 GASFLOW results for the SBO accident in the APR1400 with the 

confined IRWST, (a) Species concentrations at the igniter locations(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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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0) inside the IRWST

                

Fig. 4-60 GASFLOW results for the SBO accident in the APR1400 with the 

confined IRWST, Exhaust temperature and hydrogen-oxygen concentrations 

at the inlet of PARs inside the IRWST. 

Fig. 4-61과 62는 환형격실에서 혼합기체의 시간에 따른 성분별 농도 변화와 화

염가속 지수 등을 보여주고 있다. 환형격실은 IRWST 격실 에서부터 114피트까

지, 114피트에서 136.5피트까지 그리고 136.5피트에서 156피트까지 세층으로 나

고 각 층별로 증기발생기를 기 으로 2개의 격실로 나 어 총 6개의 격실로 

GOTHIC에서 모델링하 으며 GASFLOW 해석에서도 이 격실 자료를 사용하 다. 

Fig. 4-61은 100-114피트 사이의 격실로 시간별 최  수소농도의 최 값은 약 

20% 정도이고 평균 수소농도는 최고 약 10%에 이르나 부분의 시간동안 5% 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수증기 농도는 최고 60%까지 오르다가 낮아져서 약 30%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61, 62를 보면 수증기의 향으로 화염가속지수

가 1보다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소연소 발생 시 화염의 가속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63은 RDT 격실과 IRWST 체 격실에 한 것으로 두 격

실 모두 화염가속지수인 sigma가 1보나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IRWST 격

실 내부는 높은 수증기 농도로 인하여 수소 연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해석 후반

부에서 방출하는 수증기에 의해 IRWST 내부의 수소를 희석  어내는 작용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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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1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annular  

compartment when the IRWST is compartment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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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2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annular  

compartment when the IRWST is compartment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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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3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ture cloud in the annular  

compartment and RDT room when the IRWST is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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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종합  결론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APR1400 격납건물 내 수소와 수증기의 3차원 

거동을 분석하고 수소 혼합기체의 연소 특성을 σ-λ 라미터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APR1400에 설계된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SBLOCA), 수완 상실(TLOFW) 사고, 그리고 원상

실(SBO) 사고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각 사고 시나리오에 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SBLOCA)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APR1400 원자력발 소의 소형 단냉각재상실사

고 발생 시 PAR와 수소 화기의 작동에 따른 격납건물 내 수소의 분포와 거동

을 분석하 다.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시 온  단부를 통하여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소

스의 방출 유형을 보면, 먼  다량의 물(약 165톤)이 방출되고 수증기와 수소가 

그 뒤를 이어 방출된다. APR1400의 SBLOCA 시 수소는 약 5,500 부터 방출

되며, 수소가 방출되기 에 격납건물 내 기의 압력은 약 1.75기압으로 정상운

 시에 비하여 0.75기압 상승하 으며 격납건물 체 평균 수증기농도는 20 

vol%보다 높았다. 특히 SBLOCA 시에는 고온고압 상태의 물(1차 측 냉각재로 

사용된)이 상온상압의 격납건물 기 으로 방출되면서 격한 상변화를 일으켜 

수증기로 바 기 때문에 이 상변화에 의한 수증기의 발생량을 잘 모델링하는 것

이 격납건물의 압력을 측하는데 매우 요하다. 수소 화기에 의한 수소의 연

소가 없는 경우에는 수소의 방출이 격납건물 내 압력상승에는 거의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화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 단부에서 분

출된 수소는 수직 채 형태의 증기발생기 격실을 따라 돔 역까지 상승하여 돔 

역에 정체된 고농도의 수증기 구름과 섞이거나 혹은 이 수증기 구름을 돔 

역 아래의 상부격실로 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돔 역에 형성된 

수소 혼합기체는 수소의 농도가 높고 구름의 크기가 커서 DDT 지수가 1을 넘어

서는 시간 가 수 분간 존재하 다. SBLOCA 시 격납건물 내에 설치된 26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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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FR90 1-1500모델)는 수소가 방출되기 시작한 후부터 3,000  동안 약 

103kg의 수소를 제거하 으며 체 PAR의 수소제거율은 최  40g/s 정도 다.  

  증기발생기 격실에 설치된 수소 화기는 SBLOCA 시 온  단부에서 다량

으로 방출되는 수소를 효과 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GASFLOW 해석결과 나타났

다.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단부에서 방출된 수소는 화기에 의하여 

화되어 단부 근처에서 정지된 화염형태로 연소되었다. 방출된 수소는 거의 

부분 연소되었으며 단부가 있는 증기발생기 격실에서의 평균 수소농도는 2 

vol% 이하를 유지하 고 돔 역에서는 거의 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소연소에 의하여 단부 근처에 만들어진 정지화염은 수소가 방출되는 

약 1,000  동안 지속되었으며 본 계산 결과에서는 RCP 펌  표면의 온도가 

1,000K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기발생기 격실 내에 형성된 정지화염

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RCP 펌  등과 같은 주요 장비들에 달되는 열부하가 

매우 크리라 단된다.

 

제 2   수완 상실(TLOFW) 사고

  APR1400 원자력발 소에서 수완 상실(TLOFW) 사고의 경우 격납건물 내

에서 수소와 수증기의 거동을 3차원 열유동 해석 코드인 GASFLOW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APR1400의 IRWST 환기구에 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하여 수증기와 수소의 거동을 해석하고 서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IRWST 환기구에 랩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환기구(스 에 인 한 환

기구)를 통해 방출소스가 나가고 반 편 환기구로 공기가 유입되어 격납건물 

체의 재순환유동장에 IRWST도 포함되지만, 랩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기구

를 통하여 수증기와 수소가 나가기 때문에 격납건물 재순환유동장에서 IRWST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구에 설치된 랩은 IRWST의 유동에 직 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소제어의 에서 정 으로 효

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RWST 환기구에 랩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가 

방출되는 시기에 IRWST 내부의 수증기 농도가 낮고 산소가 지속 으로 공 되

어 수소혼합 기체는 연소발생시 화염의 가속  DDT로의 천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랩이 있는 경우에는 수소방출 시기에 고농도의 수증기와 

산소의 기근으로 인하여 수소연소가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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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하여 환기구의 랩이 미치는 수소와 수증기의 3차원  거동을 

악할 수 있었으며 랩이 수소제어의 에서 요한 수단이 됨을 밝힐 수 

있었다. 

제 3   원상실(SBO) 사고

  원자력발 소의 모든 AC 원이 상실되고 DC 배터리에 의해 8시간동안 보조

수펌 의 작동으로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노심의 열을 제거하여 노심손상을 지

연시키지만 원이 회복되지 않아 노심이 손상되는 사고로 진행하는 원상실

(SBO) 사고의 경우 수소와 수증기의 거동을 3차원 해석 코드인 GASFLOW를 이용

하여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 해석을 수행한 원상실사고 시에는 원자로 냉각수, 

수증기  수소 등은 가압기에 설치된 POSRV가 열리면서 스 를 통하여 IRWST 

내로 방출된다. 본 연구의 상 원 인 APR1400에 설계된 26개의 PAR와 10개의 

수소 화기를 모델링하여 해석하 으며, SBO 사고에 한 이 수소제어기구의 유효

성을 평가하 다. 

  스 를 통하여 방출된 수증기가 IRWST 내 연료재장 수와 만나 응축되는 

상은 물리 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SBO 사고 시에 방출되는 수증기의 방

출률에 따른 응축률을 기계공학 인 측면에서 정량 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

이므로 실험에서 얻어진 정성 이 자료에 근거하여 단하 다. 본 연구에서는 

IRWST 내 연료재장 수의 과냉각도를 고려하여 스 로 방출되는 수증기의 

부분이 응축되고 수소만 방출된다고 가정하 는데 이것은 수소제어 에서 

보수 인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가정 하에서 GASFLOW로 해석한 결과 

IRWST, 환형격실  RDT 격실 등에서 수소연소 발생 시 화염이 가속되어 음

속 연소로 천이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sigma, d/7l 값이 1보다 높은 역이 수 분

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WST 내부에 설치된 PAR와 수소 화기는 

IRWST의 기하학  특성 즉 유로(flow path)가 매우 길고 폐되어 있는 공간이

라는 과 SBO 사고 시 수소의 방출 패턴을 고려할 때 화염가속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의 수소제어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된다. 환형격실은 IRWST의 쪽과 

작업 데크의 아래쪽에 치하고 있으며 IRWST의 환기구, 작업 데크의 환형 환기 

간극, 그리고 2차 방호벽으로의 통로등의 유로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APR1400의 기본 설계에 반 된 수소제어 시스템을 보면, 환형격실에서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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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PAR만 설치되어 있다. 환형격실은 IRWST의 환기

구를 통하여 수소가 바로 올라오는 반면에 쪽의 작업 데크 주 에 만들어져 있

는 좁은 환형의 환기 간극으로 인하여 수소는 작업 데크 의 넓은 공간으로 쉽

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환형격실에 되는 것으로 계산 결과 나타났다. 환형격

실에 된 수소구름은 그 크기가 크고 수소농도가 높아서 화염가속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와 같은 수소구름이 형성된 상태에서 PAR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출가스는 수소구름에 화염을 화시킬 수 있는 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SBO 사고에 하여 수증기의 완 한 응축을 가정한 보수 인 계산 

결과에서는 APR1400의 기본 설계에 반 된 수소제어기구가 수소를 히 제

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며, 두 가지 방법으로 APR1400의 설계를 수정하여 

GASFLOW 해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하 다. 첫 번째 방법은 환형격실에 

수소 화기를 설치하고 IRWST의 환기구를 통하여 나오는 수소를 바로 연소시

키는 것이다. IRWST에서 방출되는 수소를 직  연소시킴으로써 환형격실 내의 

평균 수소농도를 4% 이하로 낮추어 환형격실 체 인 연소는 발생할 수 없는 

상태임을 GASFLOW 해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IRWST 환기구에 정지

된 수소화염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환형격실의 콘크리트 구조물  인 한 장비

들에 매우 큰 열부하를  것으로 생각되며 요한 장비들에 한 열로부터의 보

호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IRWST 격실에서 스 가 

설치된 섹터 부근에 수직벽을 설치하여 IRWST 내 연료재장 수의 온도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90도 간격으로 설치된 두 스 를 포함하도록 

120도 간격을 갖는 두 개의 수직벽을 두고 IRWST 연료재장 수의 열 흐름을 차

단함으로써 빨리 비등 에 도달하여 스 로 방출되는 수증기의 일부가 

IRWST 내에서 응축되지 않고 기로 방출되도록 하 다. MAAP의 소스 자료를 

이용하여 lumped로 계산한 결과 연료재장 수는 사고 시작 후 45,000 에서 비

등 에 도달하 으며 응축되지 않고 방출되는 수증기량은 약 105톤 정도로 나타

났다. 이 수증기와 수소를 가지고 GASFLOW 해석을 수행한 결과 IRWST  환

형격실에서 수증기가 수소의 농도를 희석시켰으며 모든 격실에서   해석시간

동안  화염가속지수가 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IRWST 격실 내부는 높은 수

증기 농도로 인하여 수소 연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해석 후반부에서 방출하

는 수증기에 의해 IRWST 내부의 수소를 희석  어내는 작용을 하 다. 

IRWST 내 연료재장 수의 열 흐름을 제한하는 개념은 SBO 사고 시 응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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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수증기의 방출을 유도함으로써 APR1400 격납건물의 수소제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앞으로의 과제

  APR1400 원자력발 소에 하여 가상 인 노심용융 사고인 사고 시 격

납건물 내에서 수소의 거동을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고 수소연소 

발생 시 화염의 가속 가능성과 수소제어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에는 고온  혹은 온 의 단부를 통하여 수소와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방출된다. LOCA는 다른 사고에 비하여 격납건물 내부 압

력을 많이 상승시키는 것으로 GASFLOW 계산결과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격

납건물 살수장치의 작동을 배제할 수 없다. 원자력발 소 격납건물에 설치된 살

수장치는 사고 시에 격납건물 내 기 으로 다량의 액 을 직  살포하여 

기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격납건물의 건 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특히 LOCA 

시에는 다량의 고온 수증기가 방출됨으로써 격납건물을 압력을 상승시킨다. 이 

때 살수장치가 작동되면 살수된 액 이 단부로 분출된 수증기를 응축시키게 

된다. 살수는 열역학 으로 수증기의 응축을 유도함으로써 기 의 수소의 농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유체역학 으로 하강하는 액 이 항력(drag)에 의하여 

기체의 류혼합을 유도할 수 있다. 격납건물 내 수소의 분포 혹은 거동과 련

하여 살수는 정   부정  효과를  수 있으므로 수소제어의 에서 살

수는 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부분이다. 

  GASFLOW 코드는 수천에서 수만 의 장기 사고 시 수소의 거동을 평가하고 

σ-λ 라미터를 이용하여 수소 혼합구름의 화염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수소폭발

(detonation)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방법은 수소혼합구름의 연소특성을 실험 

상 식에 의존함으로써 실제 격납건물 격실의 기하학  형상과 구조를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기계공학 인(mechanistic) 방

법으로 수소화염의 가속  폭발을 직  수치 으로 모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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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No. Location Elevation Azimuthal 

angle(o) Radius(ft)

P1 IRWST area 95 60 66.5

P2 IRWST area 95 210 66.5

P3 IRWST area 95 270 66.5

P4 IRWST area 95 360 66.5

P5 ICI tube chase 95 73 24.2

P6 Cavity upper chamber room 95 96 34.2

P7 Steam Generator Room (El. 136.5 ft) 149.5 180 37

P8 Steam Generator Room (El. 136.5 ft) 149.5 0 37

P9 Steam Generator Room (El. 188.0 ft) 184 180 64

P10 Steam Generator Room (El. 188.0 ft) 184 0 64

P11 Pathway between annular and lower
compartments (El. 100 ft) 108 238 64

P12 Pathway between annular and lower
compartments (El. 100 ft) 108 58 64

P13 Pathway between annular and lower
compartments (El. 114 ft) 126 177 64

P14 Pathway between annular and lower
compartments (El. 114 ft) 126 330 64

P15 Pathway between annular and lower
compartments (El. 136.5 ft) 147 95 64

P16 Pathway between annular and lower
compartments (El. 136.5 ft) 147 282 64

P17 Upper compartment 180 0 71.7

P18 Upper compartment 180 90 71.7

P19 Upper compartment 180 180 71.7

P20 Upper compartment 180 270 71.7

P21 Containment dome area 254.5 45 71.7

P22 Containment dome area 254.5 135 71.7

P23 Containment dome area 254.5 225 71.7

P24 Containment dome area 254.5 315 71.7

P25 Regenerative heat exchanger room 146 97.5 48.3

P26 Pressurizer compartment 180 136.5 47.5

부록 1. APR1400의 PAR와 수소 화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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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er 

No.
Location Elevation

Azimuthal 

angle(o)
Radius(ft)

I1 Cavity access area 100 95.5 45

I2 Steam generator room (El. 156 ft) 164 315 48.3

I3 Steam generator room (El. 156 ft) 164 45 48.3

I4 Steam generator room (El. 156 ft) 164 135 48.3

I5 Steam generator room (El. 156 ft) 164 225 48.3

I6 Compt. below regenerative HX room 120 95.5 45

I7 Pressurizer compartment 153 136.5 47.5

I8 Pressurizer compartment 153 117 50.8

I9 IRWST area 95 120 66.5

I10 IRWST area 95 150 66.5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948/2005

 제 목  /  부 제 
  사고 시 APR1400 격납건물 내 수소 거동과 제어에 한 

연구

연구책임자  부서명

(AR,TR등의 경우 주 자)
 김종태 (열수력안 연구부)

연 구 자  부 서 명   홍성완, 박래 , 깁상백 (열수력안 연구부)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5. 2

페 이 지   131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O ),    외비(   ), 

 __ 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15-20 내외)

   원자력발 소 사고 시 원자로 노심의 열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핵연료피복제로 사

용되는 지르칼로이와 같은 속이 고온상태에서 수증기와 산화반응을 하여 수소가 만들

어지고, 이 수소는 원자로 격납건물 내로 방출된다. 격납건물로 방출된 수소에 의도  

혹은 자발 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화염의 가속으로 인하여 격납건물에 매우 큰 

충격력을  수 있는 격한 수소연소(수소폭발, detonation)가 일어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사고별로 GASFLOW 해석을 통하여 수소거동  격납건물 내 격실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혼합 구름의 연소특성을 평가하여 음속연소로의 천이(DDT) 가능성

을 평가하 다. 소형 단냉각재상실사고 시에는 PAR만 작동하는 경우 단부에서 분출

된 수소는 증기발생기 격실을 따라 돔 역까지 상승하여 돔 역에 고농도의 수소 혼

합구름을 형성하 다. 그러나 수소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정지화염이 펌  주 에 

형성되어 방출된 부분의 수소를 연소시켰다. 수완 상실사고 시에는 IRWST 환기

구에 설치된 랩이 수소의 거동에 큰 향을 끼쳤으며 특히 과다한 수증기와 산소의 

고갈로 IRWST 내부는 비가연 상태가 되었다. 원상실사고 시에는 IRWST 연료재장

수의 과냉각도에 의하여 수증기는 거의 응축되어 수소만 방출되며, 이 경우 IRWST와 

환형격실 등에서 화염이 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제어

를 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을 평가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수소, 제어, GASFLOW, 화염가속, PAR, 수소 화기, 격납건물 

                      수증기, DDT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948/2005

  Title / Subtitle 
 A Study on the Hydrogen Behaviors and its Mitigation in 

the APR1400 Containment during a Severe Accident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Jongtae Kim (Department of thermal hydraulics and safety 

research)

Researcher and 

Department

Seong-Wan Hong, Rae-Joon Park, Sang-Baik Kim 

(Department of thermal hydraulics and safety research)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5. 2

  Page  131 p.   Ill. & Tab.   Yes( O ),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O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General Publication

 S p o n s o r i n 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During a hypothetical severe accident in a nuclear power plant (NPP), 

hydrogen is generated by the active reaction of fuel-cladding and steam i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nd released with steam into the containment.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hydrogen and steam behavior during selected severe 

accidents in the APR1400 containment has been conducted by using the 

GASFLOW code. For the SBLOCA, hydrogen was accumulated in the 

containment dome region quickly when only PARSs were used. When the 

igniters were turned on, a standing flame was formed around a coolant pump 

and burnt most of the hydrogen blown-out. For the TLOFW accident, the 

flap-type pressure damper installed at the IRWST vents strongly affected the 

flow structure of  the hydrogen. And by the steam-rich and oxygen starvation 

conditions in the IRWST, DDT is not likely to occur. For the SBO accident, dry 

hydrogen was release in the IRWST by the assumption of full condensation of 

the released steam in the IRWST water. In this case, the possibility of flame 

acceleration is high in the IRWST and annular compartment. In this study two 

design modifications were proposed in view of the hydrogen mitigation strategy 

and their effectiveness was evaluated by the GASFLOW analysi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Hydrogen, Mitigation, GASFLOW, Flame acceleration, PAR, 

Igniter

                     Containment, Steam, DDT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2 장 GASFLOW 코드
	제 1 절 수치 기법과 모델
	제 2 절 화염가속 평가

	제 3 장 APR1400 격납건물 모델링
	제 1 절 APR1400 격납건물 구조
	제 2 절 APR1400 격납건물의 격자 생성
	제 3 절 GUI를 이용한 격납건물 내부의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
	제 4 절 APR1400 격납건물의 격실(compartment)

	제 4 장 사고 해석
	제 1 절 소형파단냉각재상실사고 (SBLOCA)
	1. 사고 경위 및 초기 조건
	2. 수소 및 수증기 방출률 (source modeling)
	3. 해석 결과

	제 2 절 급수완전상실 (TLOFW) 사고
	1. 사고 경위 및 격납건물 모델링
	2. 수소 및 수증기 방출률 (source modeling)
	3. 해석 결과

	제 3 절 전원상실사고 (SBO)
	1. 사고 경위
	2. 수소 및 수증기 방출률 (source modeling)
	3. 해석 결과
	4. SBO 사고에 대한 수소 제어


	제 5 장 결과 종합 및 결론
	제 1 절 소형파단냉각재상실사고(SBLOCA)
	제 2 절 급수완전상실(TLOFW) 사고
	제 3 절 전원상실(SBO) 사고
	제 4 절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APR1400의 PAR와 수소점화기 위치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