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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한 수소제어 기술 배경서

II.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내에서 개발된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KAMG)는 WOG(Westinghouse Owers 

Group)의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지침서의 기

술적 배경은 EPRI의 "중대사고 관리 지침 기술배경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

으나 이 배경서에 대해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EPRI의 "

중대사고관리 지침 기술배경서"는 1992년 작성 완료된 것으로 이후 중대사

고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연구 

자료를 이용한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한 수소제어 기술 배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중대사고 관리지침서개발을 위한 수소제어 기술배경서는 EPRI의 "중대

사고관리 지침 기술배경서(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Technical 

Basis Report)"의 Vol.1(우선조치 사항 및 효과 : Candidate High-level 

Actions and Their Effects)과 Vol. 2(사고진행 물리현상 : Physics of 

Accident progression)를 근간으로 현재까지의 수소제어 연구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EPRI에서 중대사고관리지침 기술배경서 작성 당시 수소제어 계통은 수소재

결합기와 점화기가 전부였으나 신형 원전의 경우 점화기와 피동 촉매결합기

를 혼용한 수소제어 계통과 피동촉매결합기를 이용한 수소제어 계통이 이용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항목이 우선조치 사항 및 효과에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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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소제어 계통 운전 시 수소연소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정하중인 

AICC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성이 수소제어 계통 

운전 시 우선조치 사항 및 효과에 고려하였다.

사고 진행에 대한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도 피동촉매 결합기에 대한 종류 

및 성능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수소제어 기술배경서가 수소제어 계통 운전 

시 수소연소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정하중인 AICC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나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의 국부적 축적 가능성으로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

성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음속연소 평가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살수계통이 초음속연소 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관리 지침서

를 활용하게 될 운전원이나 기타 중대사고 지침서에 대한 기술적 배경을 알

고자하는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경을 본 수소제어 기술 배경서와 수소제어 

사고 관리 지침서가 쉽게 연결되도록 정리하였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한 건의 사항 

본 수소제어 기술배경서는 현재까지의 수소제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되었으며, 진보된 기술이 출현하는 경우 계속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향후 최근 연구 결과가 반영된 본 기술배경서에 근간하여 기존에 개발된 중

대사고시 수소제어 지침서의 수정과 계산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v -

SUMMARY
(영문요약문)

I. Report Title 

Hydrogen Control Technical Basis Report for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Study 

KAMG(KSNP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which was developed for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was written based on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of WOG(Westinghouse Owners Group). The technical basis of 

this guideline is based on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technical basis 

report" of EPRI. However, the contents of technical basis report have not been reviewed 

in more details. In addition, the technical basis report on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of EPRI was written in 1992.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cal basis report on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which 

reflects the recent research results.

III. Scope and Contents of Study 

This report is written based on the recent research results on hydrogen control. The 

report includes both "Candidate High-level Actions and Their Effects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 and "Physics of Accident Progression".

IV. Results 

There were two kinds of hydrogen control systems, hydrogen recombiners and 

igniters, at the time when EPRI wrote the basis report on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Today,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are adopting the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and/or igniters. In Chapter 2, the items on the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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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ystems adopted in APWR(Advance Pressurized Water Reactor) are considered 

for "Candidate High-level Actions". Previous Candidate High-level Actions was 

focused on the AICC(Adiabatic Isobaric Complete Combustion). The Candidate 

High-level Actions for AICC and DDT(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are 

considered in Chapter2.

The technical basis for hydrogen control is described in Chapter 3. The model on the 

type and performance of PARs(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is described.  The 

technical basis on the AICC and DDT occurrence evaluation method is also  described. 

The influence of the spray system on the detonation is added.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report is written based on the recent research results and includes some 

modification based on the new technology for hydrogen control systems. This report 

will be used to revise the guideline for hydrogen control and to develop the calculation 

tools for the hydrogen control guideline.



- vii -

CONTENTS

Abstract  ---------------------------------------------------------------------------------------- ii

List of Tables -------------------------------------------------------------------------------- viii

List of Figures --------------------------------------------------------------------------------- ix

Abbreviation ----------------------------------------------------------------------------------- x

1. Introduction --------------------------------------------------------------------------------- 1

2.  Candidate High-level Actions and Their Effects for Hydrogen Control ------- 3

2.1 Operate Hydrogen Igniters -------------------------------------------------------- 3

2.2 Operate Hydrogen Igniters -------------------------------------------------------- 4

2.3 Operate PARs ------------------------------------------------------------------------ 6

2.4 Operate PARs and Hydrogen Igniters ------------------------------------------- 7

2.5 Vent Containment ------------------------------------------------------------------- 7

2.6 Special Considerations: Non inerting and inerting of Steam --------------- 9

3. The Physics for Burning of Combustible Gases ------------------------------------ 21

3.1 Purpose ------------------------------------------------------------------------------- 21

3.2 Deflagration ------------------------------------------------------------------------- 23

3.3 Detonation --------------------------------------------------------------------------- 34

3.4 Spray Operation -------------------------------------------------------------------- 40

3.5 Detailed Technical Basis ---------------------------------------------------------- 43

3.6 Summary ----------------------------------------------------------------------------- 48

4. Conclusions and Future Studies ------------------------------------------------------- 73

References -------------------------------------------------------------------------------------76

Appendix 1 :Progression of Damaged State --------------------------------------------80

Appendix 2 :Influence of Uncertainties in Hydrogen Control Evaluation ------- 81



- viii -

목 차

요 약------------------------------------------------------------------------------------------------- ii

표 목 차------------------------------------------------------------------------------------------- viii

그 림 목 차---------------------------------------------------------------------------------------- ix

약 어------------------------------------------------------------------------------------------------- x

1. 서론 ---------------------------------------------------------------------------------------------- 1

2. 수소제어를 위한 우선 초지 사항 및 효과------------------------------------------------ 3

2.1 수소 재결합기 작동 -------------------------------------------------------------------- 3

2.2 수소 점화기 작동------------------------------------------------------------------------ 4

2.3 피동 촉매 결합기 작동 ----------------------------------------------------------------- 6

2.4 피동 촉매결합기와 점화기의 혼합 작동 ------------------------------------------- 7

2.5 격납건물 대기 배기(Vent Containment) -------------------------------------------- 7

2.6 특별 고려 사항--------------------------------------------------------------------------- 9

3. 수소 제어에 대한 물리적 현상 ----------------------------------------------------------- 21

3.1 목적 -------------------------------------------------------------------------------------- 21

3.2 아음속 연소 ----------------------------------------------------------------------------- 23

3.3 초음속 연소 ----------------------------------------------------------------------------- 34

3.4 살수 작동 -------------------------------------------------------------------------------- 40

3.5 세부 기술 배경 ------------------------------------------------------------------------- 43

3.6 요약--------------------------------------------------------------------------------------- 48

4. 결론 및 향후 업무---------------------------------------------------------------------------- 73

참고문헌 ----------------------------------------------------------------------------------------- 76

첨부 1 :사고 진행 사태 정의 --------------------------------------------------------------- 80

첨부 2 :수소제어 평가 시 불확실성의 영향 -----------------------------------------------81



- ix -

표 목 차
표 2-1 수소재결합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

는 효과 -----------------------------------------------------12

표 2-2 점화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

과 ----------------------------------------------------------13

표 2-3 피동촉매 결합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15

표 2-4 피동촉매 결합기와 점화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

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16

표 2-5 격납건물 배기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17

표 2-6 수증기에 의한 격납건물 비 활성화가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

조건에 미치는 효과 ----------------------------------------- 19

표 3-1 수증기 농도 40% 이상시 연소로 인한 압력 하중 ----------------50

표 3-2 수소의 가열 단열 연소시 계산된 압력 증가 --------------------51

표 3-3 Siemens recombiner 계수값(k1 및k2) --------------------------52

표  3 - 4  공 기  중 에  등 가  수 소  및  일 산 화  탄 소 의  혼 합 물 에  실 험 결 과 

(BURGESS, et al) --------------------------------------------53

표 3-5 Experimental Results on Turbulent Jet Initiation of Detonation 

and DDT in Large Volumes ------------------------------------54

표 3-6  농도별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성 등급 -------------------------55

표 3-7 DDT 도움 정도 기하학적 특징 분류 ----------------------------56

표 3-8 혼합물 및 기하학적 등급에 관한 SHERMAN/BERMAN RESULT CLASS --57

표 3-9. 임계 σ값 ---------------------------------------------------58

표 4-1. EPRI TBR과 개정 TBR의 수소제어 우선 초지 사항 및 효과에 대한 

차이점 ----------------------------------------------------- 74

표 4-2 수소제어에 대한 물리적 현상에 차이점 ----------------------- 75



- x -

그 림 목 차

그림 3-1 최대 연소 압력 : 대형 및 소형 실험(Thomsopn, 1984a) -------59

그림 3-2 Fan 작동하지 않을시 수소-공기-수증기 혼함물 연소한계 자료

(Marshall, 1986) ------------------------------------------60

그림 3-3 Fan 작동시 수소-공기-수증기 혼함물 연소한계 자료 (Marshall, 

1986) -----------------------------------------------------61

그림 3-4 Fan 작동 유무시 curve를 이용한 수소-공기-수증기 혼합물 연소한

계 자료 (Marshall, 1986) ----------------------------------62

그림 3-5 수소-공기-희석가스 혼합물 농도에 따른 정규화된 최대 압력비

(AICC = 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Rh = 

relative humidity) (Benedick, 1984) -----------------------63

그림 3-6 촉매 재결합기 모델을 위한 개념도 --------------------------64

그림 3-7 NIS 및 Siemens 의 recombiner에 대한 성능 및 효율-----------65

그림 3-8 질소-이산화탄소가 첨가시 일산화탄소-공기 혼합물의 화염한계 

(대기압 25C, Cst : Stoichiometry 선) (Kuchta, 1985) -------66

그림 3-9 제트의 온도 함수로 수소-질소 제트의 점화(Wireman, 1979) ---67

그림 3-10 DDT에 필요한 초음속격자 크기 및 특성길이 관계 ------------68

그림3-11.β와 관계(Lean Mixture) ------------------------------------69

그림 3-12 수소-공기-수증기 혼합물에 대한 초음속연소 격자 크기 (375K, 

대기압) ---------------------------------------------------70

그림 3-13 난류 및 점화 위치 효과 (Thomson, 1984a) ------------------71

그림 3-14 스프레이 작동에 의한 DDT 발생 가능성 ---------------------72



- xi -

약  어

AICC 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AM Accident Management

SAMGs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

CHLA Candidate High Level Action

DDT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HCOG Hydrogen Control Owners Group

IDCOR Industry Degraded Core Rulemaking Program

IOG Individual Owners Groups

KAMG Korea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NSAC Nuclear Safety Analysis Center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OPs Operating Procedures

PARs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PDCs Plant Damage Conditions

PRA Probabilistic Risk Analysis

RCS Reactor Coolant System

RPV Reactor Pressure Vessel

RWS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SG Steam Generator

SRV Safety Relief Valve

TMI Three-Mile Island

USAMGs Utility (specific)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



- 1 -

1. 서 론

본 보고서는 중대사고 사고관리 전략 중 수소제어 사고관리 지침서에 대

한 기술적 배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노심 및 원자로 계통, 

격납건물에 손상조건의 함수로 수소제어를 위한 각 우선조치 사항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수소제

어를 위한 수단을 가동하여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우선 조치사항 및 효과를 

기술하였으며, 3장에서는 수소제어에 대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기술

하였다. 즉 2장에서는 원자로 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을 정의하고 발전

소 손상조건에 관하여 우선조치사항과 연관된 주요 효과의 목록을 기술하였

으며, 3장에서는 만약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노심, 원자로 계통, 격납건

물 응답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계산서의 기술적 배경을 포함하여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현상을 기술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KAMG)는 WOG(Westinghouse Owners 

Group)의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지침서의 기

술적 배경은 EPRI의"중대사고 관리 지침 기술배경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

나 이 배경서에 대해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EPRI의 "중

대사고 관리 지침 기술배경서"는 1992년 작성 완료된 것으로 이후 중대사고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연구 자

료를 이용한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한 수소제어 기술 배경서의 작

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중대사고 관리지침서개발을 위한 수소제어 기술배경서는 EPRI의 

"중대사고관리지침 기술배경서(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Technical Basis Report)" 의 Vol.1(우선조치 사항 및 효과 : Candidate 

High-level Actions and Their Effects)과 Vol. 2(사고 진행 물리현상 : 

Physics of Accident progression)를 근간으로 현재까지의 수소제어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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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사고 진행상태에 대

한 정의가 첨부 1에 있다. EPRI에서 중대사고관리지침 기술배경서 작성 당

시 수소제어 계통은 수소재결합기와 점화기가 전부였으나 신형 원전의 경우 

점화기와 피동 촉매결합기를 혼용한 수소제어 계통과 피동촉매결합기를 이

용한 수소제어 계통이 이용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항목이 우선조

치 사항 및 효과에 고려하였다. 수소제어 계통 운전 시 수소연소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정하중인 AICC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초음속연소 발생 가

능성이 수소제어 계통 운전 시 우선조치 사항 및 효과에 고려하였다. 사고 

진행에 대한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도 피동촉매 결합기에 대한 종류 및 성능

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수소제어 기술배경서가 수소제어 계통 운전시 수소

연소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정하중인 AICC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격납

건물 내에서 수소의 국부적 축적 가능성으로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성의 주

요성이 대두 되어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음속연소 평가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살수계통이 초음속연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하였다. 또한,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관리 지침서를 활용하게 될 운전원이나 

기타 중대사고 지침서에 대한 기술적 배경을 알고자하는 하는 경우 이에 대

한 배경을 본 수소제어 기술 배경서와 수소제어 사고 관리 지침서가 쉽게 

연결되도록 정리하였다. 

본 수소제어 기술 배경서는 현재까지의 기술적 배경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

으로 향후 좀더 많은 실험 및 해석 자료의 결과를 이용하여 변경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기술배경서의 사용자는 중대사고 과정이 달리 진행될 수 있

음을 주지해야 한다. 향후 최근 연구 결과가 반영된 본 기술배경서에 근간

하여 기존에 개발된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지침서의 수정과 계산도구의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

2.수소제어를 위한 우선 초지 사항 및 효과

(Candidate High-level Actions and Their Effects for Hydrogen Control)

본 장은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수단인 수소재결합기(Recombiners), 점화기

(Igniters), 피동 촉매 결합기(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격납

건물 배기와 같은 조치를 이행 할 때 예견 될 수 있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

었다. 즉 각 수소제어 수단에 대한 우선 조치사항과 현상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였다.

 

2.1 수소재결합기 작동 (Operate Hydrogen Recombiners)

  2.1.1 설명(Description)

격납건물 대기 내 수소를 소비시키기 위해 수소재결합기를 갖추고 있는 

발전소가 있으며, 수소재결합기를 갖춘 발전소는 본 우선조치 사항을 이행

한다. 수소재결합기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어 TMI-2와 같은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수소를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하루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수소재결합기는 수소를 소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고 상태로부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의 하나이다. 수소재결합기는 격납건물 대기 내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도 

소비할 수 있으며, 수소와 함께 재결합기를 통하여 순환될 수 있다.

  2.1.2 발전소 손상 조건과 관련된 효과(Effects Relative to PDCs)

각 발전소 손상조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효과는 표 

2.1에 있다.

 2.1.3 현상학적 불확실성 영향(Impact of Phenomena Uncertainties)

수소재결합기의 작동 시 주요 불확실성은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충분한 수소가 격납건물 내에 존재 하느냐이다. 수소재결합기의 작동은 대

형 연소(Global Burn)나 초음속연소에서 초음속으로의 천이(D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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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를 위한 점화원을 제공 할 수 있으

며, 수소농도가 높을 때 재결합기의 효능이 조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수증기는 격납건물 내 수소 연소에 미치는 효과처럼, 마찬가지로 수소

재결합에도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이것

은 격납건물 내부에서가 아니라 재결합기 자체 내에서 수증기의 분압과 관

련되나 반드시 격납건물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특히 재 결합기 작동을 결정하기 이전에 노심용융물과 콘크

리트가 반응하여 많은 콘크리트 침식이 이루어져 격납건물내에 부유중인 많

은 에어로졸이 존재한다면 재결합기의 성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수소 재결합기에 대해 격납건물 내 수소연소의 

시작은 수소재결합기의 압력 경계를 과압시켜 격납건물 경계의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이것은 재결합기의 압력경계의 극한 압력 하중(Ultimate 

Pressure) 및 수소농도에 의존한다. 이러한 쟁점은 개별 발전소 특성에 따

라 규명되어야 한다.

2.2 수소 점화기 작동 (Operate Hydrogen Igniters)

  2.2.1 설명(Description)

규제요건의 결과로 몇몇 종류의 격납건물은 사고조건하에서 발생된 수소

를 소비시키기 위해 수소 점화기를 가지고 있다. 수소점화기는 격납건물내

에 수소농도를 최저화염한계 이상으로의 수소 누적을 억제하여 DDT를 방지

하며, 대형 연소 (Global Burn)에 필요한 대기 조건을 방지한다. 점화기 계

통은 핵연료 피복인 지르칼로이의 75% 산화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수소 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운전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 계통은 노심 손상 사고

시 넓은 범위의 수소 발생율을 제어 할 수 있다. 점화기는 2.2lbm/s (~1 

kg/s) 이상으로 방출되는 수소 발생율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음이 입



- 5 -

증되었으며, 이보다 높은 방출율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2 발전소 손상 조건과 관련된 효과 (Effects Relative to PDCs)

발전소 설계차이를 포함하여 발전소 손상조건에 대해 효과가 표 2.2에 있

다.

     2.2.3 현상학적 불확실성 영향(Impact of Phenomena Uncertainties)

격납건물내 점화기 작동에 대한 주요 불확실성은 격납건물내 수소농도이

다. 노심이 OX까지 손상을 받지 않거나 손상이 제한되었다면 점화기 작동으

로 인한 격납건물 건전성에 대한 위협은 없다. 일단 노심이 BD 조건까지 진

행되었다면 수소 발생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만약 노심용융물 파편물

질(debris)이 물 주입으로 냉각된다면 수소 발생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점화기 작동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은 격납건물내에서 수소 

측정을 통해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소농도 측정은 원자로내에

서 수소발생율과 격납건물로 대기로 수소 방출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출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자는 격납건물내로 누적되는 수소 발생율을 참고

하여야 한다. 수소 측정도구의 표본 추출 및 분석 구간은 누적율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구간의 약 1/10이어야한다. 만약측정값이 방출시간 보

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측정 장치의 불확실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받는 측정값은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지시 값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계산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은 격납건물내 수증기 분압이다. 수증기는 격

납건물 대기를 비활성화시켜(inerting) 수소연소를 막을 수 있다. 격납건물 

비활성화는 격납건물내 수증기 분압이 약 20psi 이거나 격납건물 전체 압력

이 35psia 이상일 때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수증기에 의한 비활성화

(inerting)가 효율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격납건물내에 수증기 분압을 평

가할 수 있는 간단한 방정식이 있다. 수증기 비활성화(inerting) 효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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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건물내 살수(spray) 작동, 점화기 작동, 격납건물 배기의 우선조치 사항

과 관련이 있다.

2.3 피동 촉매 결합기 작동(Operate PARs)

  2.3.1 설명(Description)

최근 신형 원전의 경우 수소제어를 위해 피동촉매 결합기가 설치된 발전

소가 있다. 피동 촉매 결합기는 작동은 점화기 작동과는 달리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수소를 제거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원은 피동 촉매결합기 작동

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도 요구 받지 않는다. 피동 촉매결합기에 의한 수소

제거율은 발전소에 따라 설치된 피동촉매 결합기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평

가 할 수 있다. 즉 개별 발전소에 설치된 피동 촉매결합기 및 수에 따라 수

소제거율에 평가가 이루어져 한다. 피동 촉매 결합기는 수소를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소와 촉매를 반응시키는 설비이다.

 2.3.2 발전소 손상 조건과 관련된 효과 (Effects Relative to PDCs)

발전소 설계차이를 포함하여 발전소 손상조건에 대해 효과가 표 2.3에 있

다.

    2.3.3 현상학적 불확실성 영향(Impact of Phenomena Uncertainties)

피동 촉매 결합기는 작동은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수소를 제거 하여 작동

에 대한 현상학적 불확실성은 없다. 다만 피동 촉매 결합기는 종류에 따른 

수소 제거율이 다르므로 어떤 종류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제거율을 

평가해야 한다. 피동 촉매결합기의 작동은 때로 피동 촉매결합기의 출구에

서 높은 열로 의도하지 않은 점화원을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동촉매결

합기의 출구온도를 평가하여 점화원 역할시 수소점화에 의한 격납건물 하중

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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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동 촉매결합기와 점화기의 혼합 이용 

    (Operate PARs and Hydrogen Igniters)

      2.4.1 설명(Description)

신형 원전의 경우 어떤 발전소는 피동 촉매 결함기와 점화기를 혼합하여 

수소를 제거하고 있다. 이는 수소 발생량이 작은 경우 피동 촉매 결합기의 

작동만으로 충분하지만 방출율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 수소는 점화기를 이

용하여 제거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피동촉매 결합기는 전원의 공

급없이 항상 작동하므로 점화기를 작동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선조치사항 

"피동 촉매결합기 작동"과 동일하다.

    2.4.2 우선 조치사항 효과(Effect of Candidate High Level Actions)

발전소 설계차이를 포함하여 발전소 손상조건에 대해 효과가 표 2.4에 있

다.

 2.4.3 현상학적 불확실성 영향(Impact of Phenomena Uncertainties)

피동 촉매 결합기는 인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 존재하는 

경우 수소와 반응하므로 현상학적으로 불확실성의 영향은 없다. 피동촉매 

결합기 제거되는 율보다 크게 격납건물로 수소 방출율이 이루어지는 경우 

격납건물 내 수소 누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소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외

부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점화기가 작동이 요구되나 수소가 충분히 누적된 상

황에서 점화기 작동하는 경우 대형연소나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연로의 천

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화기 작동 시점에 주의를 요한다.

2.5 격납건물 대기 배기(Vent Containment)

  2.5.1 설명(Description)

만약 사고가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격납

건물 배기는 고려해 볼만한 우선조치사항이다.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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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기를 요청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대사고 조건과 관련된 조

건들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또한, 격납건물 배기는 격납건물 외부의 수원

(water source)으로부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필요 할 수 있다) 격납건

물 배기 위치 및 수는 설계사항이고, 가스에 대한 배기통로는 에어로졸 형

태의 핵분열 생성물을 침전시키기 위해 수조를 통과시킨다. 배기는 개폐 될 

수 있는 계통이어야 하며, 환경으로 최종 방출에 대한 크기의 영향은 격납

건물 배기 관련 기술 배경을 참조해야 한다.

2.5.2 우선 조치사항 효과(Effect of Candidate High Level Actions)

발전소 손상조건과 관계된 효과는 설계차이를 포함하여 표 2.5에 있다.

    2.5.3 현상학적 불확실성 영향(Impact of Phenomena Uncertainties)

격납건물 배기에 관련된 주요 불확실성은 격납건물 가압이다. 이러한 가

압율은 노심용융물에 의한 콘크리트 침식이나 부족한 열제거로 인한 수증기 

생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평가와 분리시키기 위해 배기평가는 

격납건물 배기 관련 기술 배경을 참고로 배기구를 열기전에 가압율로 유도

한다. 그러므로 계산된 가압율은 격납건물로부터 공기중에 부유중인 에어로

졸의 최종 방출에 관한 배기크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격납건물내에서 많은 건조 에어로졸 발생을 동반 할 만큼 노심용융

물에 의한 콘크리트 침식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불확실성은 배기라인을 막

을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다른 배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충분한 수소가 격납건물내에 존재하는 사

고 시 배기는 수소와 산소를 감소시켜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도전을 줄일 수 

있다. 일단 배기를 하였다면, 격납건물 살수를 위한 우선조치사항의 이행은 

수증기를 응축시켜 격납건물 압력을 대기압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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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건물 경계에 압축 하중을 부과하고, 배기구나 진공 차단기를 통해 공기가 

격납건물로 유입 될 수 있다. 격납건물 경계에 하중 부과는 격납건물 압력

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격납건물로 공기 유입은 비응축가스로 초기에 

비활성화된 격납건물 대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기는 격납건물 가압율과 관련하며, 배기는 격납건물 건전성

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압력증가를 경감시킬 만큼 충분히 해야 한다. 그러므

로 배기는 배기전략과 동시에 취해야 할 다른 조치 즉 격납건물 가압율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고온 용융물 파편층을 냉각시키기 위해 격납건물로의 물 

주입과 같은 다른 조치에 민감하다. 격납건물 살수나 팬의 작동은 수증기를 

응축시켜 수증기에 의해 비활성화된 대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격

납건물내 대형연소와 연소로 인한 가압을 가져 올 수 있다. 격납건물 극한

하중 및 배기라인의 배출능력을 연소 평가에 포함 할 수 있다.

2.6 특별 고려 사항(Special Considerations): 수증기에 의한  

격납건물 비 활성화 및 활성화(Non inerting and inerting of Steam)

만약 상당한 수소가 발생중이거나 발생되어 격납건물로 방출되었다는 것

을 나타내는 노심 손상 조건 OX나 BD가 진행되었다면, 충분한 수증기가 또

한 방출되어 활성화된 격납건물이 수증기로 비활성화 될 수 있다. 다른 가

스 농도가 작을 때 공기 중에 약 20psi의 분압에 상응하는 수증기 분율 

0.52는 격납건물내에 존재하는 수소량에 관계없이 격납건물 대기를 비활성

화 시키기에 충분하다. 기술배경서에 고려된 사고관리 평가에서 일산화탄소

의 몰 농도는 수소의 몰 농도에 더해지며, 이산화탄소의 몰 농도는 수증기

의 몰 농도에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은 수증기에 의해 비활성화된 격납건물 대기로 인하

여 그 최적 설계 기준에 따라 작동하지 못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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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은 명목 전력(nominal power) (중대사고조건에서 전형적인 수증기 발생

율)의 1% 보다 큰 열제거율을 위해 설계되었다. 만약 이 계통이 명목 성능 

수준으로 작동하다면, 수증기는 격납건물 대기로부터 응축되어 혼합물은 연

소가 가능해 질수 있다. 이 평가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격납건물 대기내 

수소량과 격납건물 격실에 걸친 수소분포이다. 격납건물 살수는 대기를 활

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 비활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열제거 계

통이다. 살수에 의해 야기된 난류는 수소연소를 가속시켜 단열적 거동에 근

접 시킬 수 있다. 만약 난류에 의해 단열적 거동을 보이는 경우라면, 격납

건물 대기는 비활성화된 상태로부터 연소과정에 의해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

협 할 수 있는 상태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격납건물 살수 작동의 이행은 

격납건물 손상조건을 CC에서 CH로 전환 시킬 수 있다.

유사한 개념이 격납건물 송풍 냉각기(fan coolers)에 대해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대기 활성화 율이 느리고 격납건물 대기의 난류도 훨씬 적을 가

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격납건물 대기가 활성화 조건에 접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소는 단열이나 완전연

소가 아닐 만큼 아주 긴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격납건물 송풍 냉각기는 

TMI-2 사고기간 동안 작동되었다. 이 송풍냉각기의 작동은 수소를 대기에 

누적시켰다. 사고시작 후 10시간에 발행한 수소연소의 분석으로부터 송풍 

냉각기는 분명히 점화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높은 수증기 분압을 유지시키는 또 다른 측면은 CsI 및 CsOH와 같은 흡수

성 에어로졸인 수산화물의 침전을 가속시키는 것이다. Cs 및 I은 고 방사성 

물질이고, 불활성 가스를 제외하고 다른 물질보다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부

유 상태로부터 제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분열 생성물이다. 결과적으로 노

심용융이 진행된 사고에 대해 이들 두 물질은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재고량

의 대부분이 방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 될 것이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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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에어로졸의 침전율은 만약 습도가 100%에 가까우면 10배 정도까지 증

가 할 수 있다.

만약 약 20psi의 수증기 분압이 유지된다면 격납건물내 과압으로 격납건

물 대기로부터 누설을 증가시킨다. 또한 약 20psi의 수증기 분압이 유지된

다면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은 비최적 방법으로 작동 할 것이다(유량 감소).  

이들 중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의 비 최적 방법으로의 작동은 가장 심각한 

한계이며, 발전소 마다 다르다. 표 2.6은 수증기로 비활성화된 격납건물 대

기와 관련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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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효과

OX, BD, EX
수소재결합기의 작동은 원자로 계통의 손상 조건과 관

련이 없다.

격납건물 손상조건 효과

CC, CH, I, B

격납건물 외부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수소 재결합기

의 작동은 재결합기 자체의 압력 경계에 과압 및 격납

건물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격납건물 외부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수소재결합기

의 작동은 핵분열 생성물로 오염된 격납건물 대기를 

수소 재결합기로 순환시키는 동안 수소재결합기의 연

결 파이프에서 누설이 발생한다면 핵분열 생성물은 2

차측 격납건물 보조 건물로 방출 될 수 있다.

CC
격납건물이 폐 및 냉각되고, 많은 가연가스에 의해 

격납건물이 위협받지 않는 한 수소 재결합기의 작동은 

격납건물 손상 조건 C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H, I, B

수소재결합기의 작동은 격납건물내 가연가스의 농도를 

줄이고 격납건물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한

다. 그러나 수소재결합기의 작동은 대형 연소(Global 

Burn) 또는 아음속연소에 초음속으로의 천이(DDT)를 

위한 점화원을 제공 할 수 있다.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상당

량의 에어로졸이 격납건물 대기에 부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어로졸은 수소재결합기에 침전되어 수소재결

합기의 효능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표 2.1 수소재결합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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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 손상 조

건
효과

OX 원자로 손상 조건에 대한 효과는 없다.

BD

만약 점화기가 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이전 또는 이후

까지 계속 작동해 왔다면 원자로 손상조건 BD에 대한 

효과는 없다.

 그러나 만약 점화기가 노심손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3장에서 언급하는 것 보다 장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지 않는다면 격납건물내 수소농도가 

최저 점화한계를 초과할 경우 점화기의 작동으로 대형

연소(global burn)가 시작될 수 있거나 수소가 국부적

으로 누적되어 있다가 점화기가 작동하는 경우 아음속

연소에 초음속으로의 천이(DDT)가 발생 할 수 있다. 

 대형연소(global burn)에 의한 격납건물 가압과 DDT 

발생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 3장에 있다. 대형연

소 및 DDT는 원자로 외벽냉각에 사용 될 수 있는 격납

건물 냉각계통의 성능을 위협 할 수 있다.

EX

만약 점화기가 노심손상 이전 또는 노심손상 시까지 

계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면 손상조건 EX에 대한 효과

는 없다.

 그러나 만약 점화기가 노심손상이 이루진 시점까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3장에서 언급하는 것 보다 큰 구

간동안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격납건물내 수소농도는 

최저 점화한계를 초과할 경우 점화기의 작동으로 대형

연소(global burn)가 시작될 수 있거나 수소가 국부적

으로 누적되어 있다가 점화기가 작동하는 경우 아음속

연소에 초음속으로의 천이(DDT)가 발생 할 수 있다. 

대형연소 및 DDT는 원자로 외벽 냉각에 사용 될 수 있

는 격납건물 냉각계통의 성능을 위협할 수 있다.

표 2.2 점화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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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손상조건 효과

CC

격납건물이 폐된 상태에서 냉각되고, 수소연소가 격

납건물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수소점화기의 작동은 격

납건물 손상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수

소점화기를 이용한 해석에 의해 입증되었다. 점화기 

효능에 대한 격납건물 대기 순환계통에 대한 영향은 

발전소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CH

격납거물내 수소 누적은 격납건물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점화기 작동 지침은 원

자로 계통 손상 조건과 관련하여 격납건물내에 누적된 

수소량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격납건물

을 위협할 정도의 많은 량의 수소가 누적되어 있다면 

점화기의 작동은 연소 시 가열단열 조건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압력 값에 도달 할 만큼 대형 연소나 초음속

연소를 야기 시킬 수 있다

I
손상된 격납건물 조건에 대한 고려는 CC 및 CH와 동일

하다

B

우회조건의 성질에 따라 피복재 산화에 의한 원자로 

계통내의 수소는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상조건 EX 이전에 점화기의 작동은 사고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손상조

건 EX 이후 격납건물내 수소가 존재하는 경우 비록 격

납건물이 우회조건을 이행하고 있을지라도 수소누적의 

결과로 잠재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점화기가 이용 가능하고 원자로 손상 조건 EX에 

대해 3장에 기술된 것 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점화기

가 이용가능 하지 않다면, 점화기의 작동은 격납건물

에 대형 연소(global burn) 나 국부적으로 수소가 누

적되는 경우 DDT를 가져올 수 있다

표 2.2 점화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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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효과

OX 원자로 손상 조건에 대한 효과는 없다.

BD, EX;

점화원 없이 작동하므로 원자로 손상조건 BD, EX에 대

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그러나 원자로 계통에서 격

납건물로 방출되는 수소 발생량이 피동 촉매 결합기에 

의해 제거는 수소량 보다 많은 경우 일시적으로 격납

건물 내 수소 누적을 가져온다. 특히 수소 누적이 국

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촉매 결합기의 작동으로 촉매 결

합기 출구에서 높은 열이 수소 점화원이 될 수 있다. 

격납건물내 수소농도가 최저 점화한계를 초과할 경우 

점화기의 작동으로 대형연소(global burn)가 시작될 

수 있거나 수소가 국부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가 점화기

가 작동하는 경우 아음속연소에 초음속으로의 천이

(DDT)가 발생 할 수 있다.대형연소(global burn)에 의

한 격납건물 가압과 DDT 발생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이 제 3장에 있다. 대형연소 및 DDT는 원자로 외벽냉

각에 사용 될 수 있는 격납건물 냉각계통의 성능을 위

협 할 수 있다.

격납건물 손상 조건 효과

CC, CH, I, B
피동촉매결합기의 작동은 이 격납건물 손상 조건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CC

다만 원자로 계통에 발생하여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수

소량과 피동촉매재결합기에 의해 제거되는 수소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CH

피동형 촉매 결합기 작동 시 급격한 수소 방출로 격납

건물 위협할 정도의 많은 량의 수소가 누적되어 있다

면 대형 연소나 초음속연소가 야기 될 수 있다.

I
손상된 격납건물 조건에 대한 고려는 CC 및 CH와 동일

하다.

B;

우회조건의 성질에 따라 원자로 계통내의 수소는 격납

건물 외부로 방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상조건 EX 

이전에 피동 촉매 결합기는 사고 조건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표 2.3 피동촉매 결합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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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효과

OX 원자로 손상 조건에 대한 효과는 없다.

BD, EX;

점화원 없이 피동촉매 결합기가 작동하므로 BD, EX에 

대한 효과는 없다.

 다만, 원자로 계통에서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수소 발

생량이 피동 촉매 결합기에 의해 제거는 수소량 보다 

많은 경우 외부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점화기가 작동되

지 않는다면 수소는 누적될 수 있다. 수소가 국부적으

로 누적된 상황에서 다시 점화기기 작동하는 경우 대

형연소나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연로의 천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화기 작동 시점에 주의를 요한다.

 촉매 결합기의 작동은 촉매 결합기 출구에서 높은 열

로 기기가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높은 열은 수소 

점화원이 될 수 있다.

격납건물 손상 조건 효과

CC

격납건물이 폐되어 있고 냉각되어 있고, 격납건물 

건전성에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피동 촉매결합기 및 

수소점화기의 작동은 격납건물 손상 조건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다만 원자로 계통에 발생하여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수

소량과 점화기 작동 시 수소가 국부적으로 누적되었는

지,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H, I, B

격납건물내 수소 누적은 격납건물 건전성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점화기 작동 시 수소가 

국부적으로 누적되었는지,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표 2.4 피동촉매 결합기와 점화기 작동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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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효과

OX, BD

원자로 계통이 격납건물 압력까지 감압된 조건에서 격

납건물 배기는 RCS에 물을 주입하기 위한 저압주입계

통(low head injection systems : 화재 시 사용하는 

냉각수)이 작동 가능하도록 하여 충분히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사고 진행을 제한 할 수 

있거나 원자로내에 원자로물질에 대한 사고 진행을 멈

출 수 있다.

EX

이 단계에서 격납건물 감압은 원자로계통 감압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때 원자로 계통 감압은 원자로 계통

으로부터 대류유동을 야기 시켜 재휘발 핵분열생성물

을 격납건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격납건물 손상 조건 효과

CC, CH, I, B

심각한 노심 손상 후 격납건물 배기는 격납건물로부터 

즉 외부 대기로 여러 핵종의 방출을 발생 시킬 수 있

다. 이러한 방출은 불활성 가스 및 방사성 에어로졸로 

이루어져 있다. 불활성 가스의 방출 정도는 원자로 손

상정도와 배기 과정의 기간에 달려있다. 방사성 에어

로졸로의 방출정도는  원자로 손상 및 배기 구간의 정

도와 환경으로의 가스통로에 있는 세정장치의 이용성

에 달려있다.

 격납건물 배기는 응축 및 비응축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냉각계통(containment cooling 

systems)의 사용은 수증기 응축으로 격납건물을 감압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배기가 끝나

면, 격납건물은 감압될 수 있어 압축하중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격납건물로 공기 유입을 가져와 격납

건물 대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표 2.5 격납건물 배기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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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손상 조건 효과

CC, CH, I, B

격납건물 배기는 격납건물로부터 흡입을 통해 펌프에 

대한 순 양성 흡입 양정(net positive suction head)

을 상실 할 만큼 충분히 감압시킬 수 있다

.

 격납건물 배기는 배기 통로의 배치에 따라 보조건물

에 악조건의 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 

CC, CH, B

격납건물 배기가 거꾸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러므로 조치는 격납건물 상태를 조건 I(Condition I)

로의 영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CC
만약 격납건물이 폐쇄되어 있고, 건전성에 위협이 없

다면 배기는 불필요하다.

CH, I, B

격납거물 배기는 격납건물내 수소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소연소 가능성을 줄인다.

 격납건물배기는 격납건물이 과압에 의해 위협받지 않

을 만큼 압력의 충분한 경감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원자로심 파편층이 콘크리트에 의한 열충격을 

받고, 상당량의 에어로졸이 발생한다면, 장기 배기는 

이들 에어로졸로 인해 배기 라인의 막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제거 능력은 궁극적으로 상당히 줄어

들 수 있다.

표 2.5 격납건물 배기에 따른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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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효과

OX/BD/EX
 수증기에 의한 격납건물 비 활성화는 원자로 손상 조

건에 대한 영향은 없다.

격납건물 손상 조건 효과

CC, CH, I, B

 높은 수증기 분압은 격납건물 대기내에 흡습성 에어

로졸의 침천을 촉진시킨다. 즉 격납건물 열침원으로 

응축은  수증기 응축의 결과로 핵분열 생성물의 침전

을 촉진시킨다.

 만약 장기간의 수증기 비활성화 조건이 유진된다면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이 비최적 상태로 운전될 수 있

다. 

CC

 만약 격납건물 폐, 냉각, 수소누적에 의해 위협받

지 않는다면 어떤 수증기 비 활성화 조건도 필요 없

다.

CH, I, B

 만약 격납건물이 수소의 누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면, 

수증기 비 활성화는 발생되어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 

량에 관계없이 수소연소를 방지할 것이다. 수소 및 일

산화탄소는 고온 파편층 입자 큰처에서 소비될 수 있

어 대형연소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은 

재결합과정에 의해 가연가스의 장기간 소비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격납건물 살수가 수증기로 비 활성화된 대기에

서 시작된다면 수증기 농도의 감소는 대기를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격납건물 살수의 작동은 연소

가 단열조건에 접근 할 만큼 충분한 난류를 생성할 수 

있다.

 만약 격납건물 송풍 냉각기가 수증기 비활성화된 환

경에서 격납건물 열제거를 위해 사용된다면, 수증기 

농도의 감소는 시스템 활성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격납건물 송풍 냉각기 작동은 격납건물 대기의 난류를 

증가시키지만 연소가 단열조건에 접근하지는 못 할 것

이다.

표 2.6 수증기에 의한 격납건물 비 활성화가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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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손상 조건 효과

B

 격납건물 우회의 성격에 따라 수증기 비활성화의 영

향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주요 결과는 핵분

열 생성물인 에어로졸의 침전율을 증가시키지만 이 것

은 또한 격납건물 살수와 같은 열제거 계통을 통해 이

루어 질수 있다. 

 격납건물 대기로 되돌아오는 우회 유동이 없다면 수

소연소의 결과로 격납건물에 대해 작은 위협이 되고, 

이것은 격납건물은 이미 우회되었기 때문에 훨씬 덜 

중요하다. 

표 2.6 수증기에 의한 격납건물 비 활성화가 원자로계통 및 격납건물 

         손상조건에 미치는 효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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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 제어에 대한 물리적 현상

(The Physics for Burning of Combustible Gases)

본 장은 앞장의 수소제어 수단을 가동하여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

치사항, 수소제어 사고관리 지침, 사고관리에 사용될 계산표 등에 대한 물

리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3.1 목적(Purpose)

TMI-2 사고에서 수소생성(Hydrogen Generation) 및 수소 연소(Hydrogen 

Burn) 발생으로 수소제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원자력 산업체

((Tsai, et al., 1982), (Kumer et al., 1984), (Thompson, et al., 

1988a), (Thompson, et al., 1988b), (Thompson, et al., 1984a), 

(Thompson, et al., 1984b) 와 미국 규제기관인 NRC ((Marshall ,1986), 

(Ratzel, 1985), (Benedick, et al., 1984), (Lowry, et al., 1982), 

(Sherman and Berman, 1988))의 후원으로 수소연소에 대한 소형 및 대형실

험을 통해 가연한계(Flammability Limit) 개발 및 넓은 지역에서 고의적인 

대형 연소(Global burn)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90년대부터 최근

까지는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천이에 의한 수소폭발에 대한 우려로 격납건

물내 수소농도 분포(OECD/NEA, 1997) 및 국부적 수소농도 누적에 의한 DDT 

발생 가능성 평가 모델 개발(OECD NEA/CSNI/R , 2000)이 이루어져 왔다. 

90년대 이전에는 격납건물내에 수소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점화계통 즉 

점화기가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인위적 점화계통의 

성능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Thompson, et al., 

1988a), (Thompson, et al., 1988b), 수소 방출율이 2.2 lbm/s (1kg/s)의 

경우까지 실험되었다. 원전에서 수소 발생 생성원은 여러가지가 있다

(NEA/CSNI/R, 2001). OECD/NEA 평가에 의하면 가상 중대사고시 격납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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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최대 수소발생율은 1300MWelectric 의 경우 최대 약 1kg/sec로 나타

났다 (Klaus Trambaue, 2001). 최근에는 자동 촉매결합기가 설치되는 발전

소가 발생하면서 자동 촉매결합기의 성능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Blanchat T.K. 1998).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천이에 의한 수소폭발에 대한 우려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분포 및 국부적 수소농도 누적에 의한 DDT 발생 가능성에 대한 

[Dorofeev S. B. 1997, Dorofeev S. B. 1993b, Ciccarelli G. 1994.] 실험

이 수행되었다.

Nevada Site의 대형 실험시설에서 수소 연소 실험 결과 낮은 수소농

도에서 인위적인 수소연소는 수소누적을 막아 격납건물 압력증가가 크지 않

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과 다른 실험(Lowry, et al., 1982)으로

부터 점화기의 성능은 최저화염한계 이상으로 수소 농도의 누적을 막기에 

충분함을 입증하였다. 사고관리 지침서에 대한 쟁점은 점화기가 있는 경우 

점화기의 이용 가능성이다. 만약 점화기가 이용 가능하다면 많은 양의 수소 

방출율도 연소를 통해 제거 할 수 있어 수소누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원전에 따라 점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발전소도 있고, 점화기가 설치되

어 있더라도 점화기의 작동을 위해 전원이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점화기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대형연소(Global Burn)를 방

지 및 완화 할수 있는 조치 및 조건을 고려하여 사고관리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하며, 수소가 국부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 연

소로의 천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각 발전소의 설계 능

력에 의존한다. 대형연소는 대형 건식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되며, 

기기 건전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대형 연소뿐만 아니라 수소가 국부적

으로 누적되는 경우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으로 천이가 발생할 경우 격납건

물과 연결되어 있는 배관부분 등 취약한 부분이 동압에 의해 파손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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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대기 중에 존재하는 핵분열 생성물이 외부 대기로 방출될 수 있으

며, 격납건물내 존재하는 여러 기기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형연소(Global Burn)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 

즉 역으로 대형연소를 막기 위한 조건과 국부적으로 수소누적을 막기 위한 

조건에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격납건물내에서 예견될 수 있

는 여러 아음속연소 조건 및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연소로의 천이에 대한 

해석적 설명 및 실험적 지원을 검토하였다.

3.2 아음속 연소(Deflagration)

3.2.1 수소 점화 한계(Hydrogen Ignition Limits)

수소연소는 혼합물이 연소 가능하고 점화원이 존재해야만 발생한다. 

공기 중에 수소와 같은 가연가스의 혼합물에 대해 가연한계는 주어진 온도 

및 압력에서 화염이 시작되어 전파될 때 연료의 농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한계는 표준화된 실험장치 즉 직경 5-10cm, 길이 1.5m의 튜브에서 결정된

다. 비록 그러한 가연한계는 대규모 격납건물로 인한 상사효과 때문에 원전

사고조건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실험자료를 토

대로 가연한계는 근본적으로 격납건물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

로 가연한계는 수소연소 하중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소농도의 함수로 수소의 연소한계 설정을 위해 수많은 실험이 이루

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공기중에서 상 방향으로 화염전파를 위한 최저 화염

한계는 체적으로 수소농도 4%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평전파는 6%, 하향전

파는 8%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화염한계 근처의 정지상태의 환경에서 완전연

소를 지배하는 주요과정은 부력에 의한 화염전파이다. 만약 4%의 수소농도

의 혼합물이 점화한다면 부력에 의해 상 방향으로만 화염이 전파하고 화염

전파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면 불완전 연소가 발생 할 것이다. 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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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 작동, 열제거 또는 혼합 시스템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점화전 난류는 

화염전파 촉진 수단이다. 만약 혼합물이 국부적으로 점화한다면 점화전 난

류는 보다 대규모의 화염전파를 가져와 거의 완전 연소가 발생한다. 연소한

계는 비활성 가스 농도의 함수로도 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이산화탄소의 불

활성 능력이 제공되었다. (Benedick et al., 1984). SNL의 VGES 실험용기에

서 수행된 실험 결과가 그림 3-1에 있다. 이것은 비활성 물질인 수증기를 

사용한Lawrence Livemore 및 Sandia 에서의 다른 실험결과도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는 이산화탄소 52%에서 비활성화 된다. 

비활성 매개체로 대기속에 수증기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험이 수

행되고 분석되었다(Tsai, et al., 1982). 그 결과 수증기는 혼합물의 점화

능력과 완전연소 여부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수증기의 영향을 기술하

기 위하여 임계화염 온도, 즉 혼합물이 연소할 수 있는 온도에 대한 상관식

이 개발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실험프로그램이 대기의 정지 및 난류 조건에서 수소-

공기-수증기 혼합물에 대해 연소경계를 정의하기 위해 SNL의 FITS 용기에서 

수행되었으며, 수증기의 영향이 표 3-1에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수증기 

분압의 증가는 연소로 나타나는 압력증가를 둔화시킨다. 특히 40%를 초과한 

수증기 농도에서 최대압력은 AICC의 어떤 분율로 나타난다.

이들 실험 자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고관리 평가에 의미가 

있다. (1) 수증기는 비활성 매체이다. (2) 경계가 분명히 정의 된다 (3) 실

험에서 혼합물의 점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3-2 

(Marshall, 1986)은 fan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그림 3-3(Marshall, 

1986) 는 fan이 작동하는 조건에서의 실험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No burn"

을 나타내는 조건은 불꽃 점화(spark initiators)를 반복할 수 없거나 g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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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가 연소를 시작할 수 없는 혼합물 상태를 나타낸다. 실험결과를 근거로 

격납건물 계통에 의한 난류가 존재하더라도 수증기 비활성이 유지되며, 화

염한계를 잘 정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수증기 효과에 대한 연소한계 상관식은 실험으로부터 아래와 

같다.

     (1)

이 식은 그림 3-4에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격납건물은 대

략 수증기 농도 53%에서 비활성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고 관리 

지침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1기압보다 약간 높은 수증기 분압을 만들기 위

해 만약 충분한 수증기가 활성화된 격납건물로 방출된다면, 수소연소는 격

납건물내에 누적된 수소량에 관계없이 배제될 것이다. 수증기는 사고의 결

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격납건물은 팬이나 살수 계통과 같은 격

납건물 열제거를 위한 조건을 제어하여 수증기 분압을 제어하기 위한 유연

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통은 수증기 분압이 대형연소

(global burn)에 대비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1기압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격납건물 온도는 기기 검증을 

사용되는 온도 및 격납건물 설계 기준 온도 보다 낮을 것이다. 

3.2.2 수소발생 량 (Hydrogen Generation)

원자로 일차계통 손상 조건 OX 및 BD에서 수소는 고려되어야 할 유일한 

연소가스이다. 만약 사고가 EX 조건까지 고려된다면 일산화탄소도 고려해야 

한다. 수소연소 반응은 아래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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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에너지 발생율(QR)은 1.03XE5 Btu/lbm-mol(2.38XE8 J/kg-mol)로 

대기로 흡수될 것이다. 

수소 발생량에 따라 수소연소에 의한 격납건물 가압은 손계산을 통하여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ore내에서 Zircaloy의 질량이 53,900lbm 

(24,500 kg)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Zircaloy와 수증기 반응은 아래와 같다.

            (3)

수소발생량= 4.032 X (Zr 질량/Zr 몰 무게(91.22))

여기서 원자로내 Zircaloy가 50%/75%가 수증기와 반응하다면 수소발

생량은 각각26,950 lbm/40,425 lbm (12,250kg/18,375kg) 즉 297/444 

lbm-mol의 지르코늄이 산화하며, 지르코늄의 수증기와 반응으로 594 

lbm-mol (270kg-mol) 및890 lbm-mol (4040 kg-mol)의 수소가 생성된다. 이 

발생량이 격납건물 가압 평가를 위한 수소 생성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들 

량의 수소 연소는 594/890 lbm-mol(270/4040 kg-mol) 수증기 몰수를 증가시

키고, 297 lbm-mol/445 lbm-mol (135/202 kg-mol)을 산소를 소비 시킬 것이

다. 

3.2.3 가연가스의 아음속 연소 하중

모든 수소가 연소되고, 연소과정동안 발생된 모든 에너지가 대기로 흡

수된다고 가정하면 연소과정동안 온도증가 (Tg)는 대기 질량(m) 및 반응 생

성물(질소, 수증기, 산소)의 질량 (m) 평균 비열 (Cv)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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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방정식으로 계산된 최종 온도는 단열 화염온도라 부른다. 연소과정

이 일정 체적하에서 발생한다면, 초기압력에 대한 연소 후 압력의 비는 가

스 몰수 및 연소 전후의 온도로부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5)

이러한 계산을 단열, 등체적, 완전연소(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 AICC) 라 부른다. 세부적 계산은 여러가지 물성치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결과를 근사하게 가져오는 간단한 형태가 사용 될 것이다. 

그림 3-5는 건조공기에서 초기수소농도의 함수로서 AICC에 대한 압력비와 

(Thompson, et al., 1984a), 다른 여러 규모의 실험시설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o. 압력비는 실험 규모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무관하다.

o. 압력증가는 수소농도에 매우 의존한다.

o. AICC 계산에 의한 압력비는 일반적으로 실험자료의 경계값 즉 최대값

이다. 

o. 단열적 가정으로부터 얻은 압력은 8% 이상의 수소농도에서 합리적인 

상한 값이다. 

수소연소시 가스 몰수는 산소가 소비되기 때문에 연소전의 전체 몰수

보다 적다. 수증기의 존재는 수증기가 가스 구성 성분 중 가장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고, 사고 조건에서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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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TMI-2에서 수소연소는 Active Cladding의 약 50% 산화가 산화하여 발

생한 7.3-7.9%의 수소가 격납건물내에서 누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NSAC, 1980). 

만약 격납건물 체적이1,700,000 ft3 (47,000m3)이고, 사고 초기압력

이  1기압이고, 온도 68F (20 C) 에서 질소와 산소의 분압이 각각 11.8 

psia(0.08 Mpa) 및 2.9  psia(0.02Mpa) 이라면, 전압(Total Pressure)의 나

머지가 수증기의 분압으로 채워질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연소전의 온도는 

전형적인 사고 조건에서 나타나는 상대습도 100%이다. 이러한 계산을 위해 

일정 체적하에서의 비체적을 질소, 산소, 수증기에 대해 각각 0.17Btu/lbm 

F(800J/kg/K) 0.38Btu/lbmF(1600 J/kg/K) 을 사용하였다.

단순화를 위해 계산은 AICC로 가정하였다. 가스 온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6)

표 3-2은 원자로내 수소 발생량을 50/75% MWR을 가정하였을 때 네가

지 초기 수증기 농도에 따라 계산한 결과이다. 초기 수증기 농도는 주어진 

원자로내 수소 발생량에 대해 초기압력 증가에 반영되었으며, 동일한 수소 

몰수가 공기와 수증기의 혼합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초기 수증기량은 대기에 14.7 psia(0.1Mpa)의 수증기 분

압을 증가시키도록 선정되었지만 첨가된 수증기로 인한 가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종 체적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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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3가지 분명한 결과를 보여준다. 

o. 최종압력은 초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o. 최종압력은 초기 수증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o. 초기압력에 대한 최종압력의 비, 즉 연소의 상대적 영향은 수증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첫번째 결과를 고려 할 때 초기 수소농도의 증가는 더 많은 에너지 방

출을 가져와 최종압력이 더욱 증가한다. 두번째와 세번째 결과에서 수증기

의 첨가는 연소전 초기압력을 증가시키나 최총압력에 관한 연소의 영향은 

감소시킨다. 첨가된 수증기는 화학에너지에 대한 열침원 역할로 열용량이 

증가하여 유익하게 작용한다.

연소한계 및 압력비의 감소에 대해 수증기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 

3-1에 표시된 것처럼 많은 충분한 량의 (몰 분율로) 수증가가 존재 할 때 

혼합물은 그림 3-2을 사용할 때 더 이상 연소하지 않는다. 비록 연소가 발

생한다 하여도 완전연소가 발생하지 않아 표 3-1에의 압력비 및 최종압력보

다는 낮게 나타난다. 표 3-1에서 보수적 평가량은 표 3-2 (Marshall 1986)

에 표시된 높은 수증기 농도에 대한 실험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정량화 될수 

있다. 표 3-1에서 Burns 58과 59는 표 3-1의 3번째 줄과 거의 동일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고 burns 23과24는 표 3-1의 4번째 줄과 거의 동일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압력에 대한 실제 압력비는 45%에서 50%정도의 효율을 갖는

다. 이는 연소기간 동안 손실 및 불완전 연소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표 3-2

에 표시된 3가지 경우에 대한 최종압력은 약 2의 율로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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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피동 촉매결합기 작동

그림 3-6은 촉매 재결합기 모델을 위한 개념도를, 그림 3-7은 NIS 및 

Siemens 의 recombiner에 대한 성능 및 효율(Travis J. R., 1998)을 보여주

고 있다. 

NIS recombiner의 경우 recombiner를 통과하는 유량은 입구에서의 수

소 몰분율과 열적 inertia를 나타내는 시정수 (time constant)에 의존하며, 

정상 상태 체적 유량은 아래 식과 같다. 

                         (7)

여기서 Yh2는 수소 몰 분율, a=0.67X106, b=0.307 이다. 체적유량의 

시간적 변화는 아래와 같다. 

                       (8)

여기서  는 약 1800초까지 실험에 의해 결정된 완화 시정수

(relaxation time constant)이다. 한편, 압력에 따른 효율은 아래와 같다.

                (9)

여기서 p는 압력이다.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수소율은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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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iemens recombiner 모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성

능 곡선을 이용한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R-90/1 types에 대해 상관식을 이

용한 경우이다. 성능곡선을 이용한 경우 가스 구성은 아래와 같다.

                      (11)

몰 분율을 사용하여 그림 3-7로부터 결합율, , 과 성능, , 을 결정

한다. 정상 상태 체적 유량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체적 유량과 수소 결합율은 

NIS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12)

FR-90/1 types의 경우 수소 소비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13)

여기서 

                    (14)

이고, 상수 k1 및 k2는 표 3-3과 같다.

3.2.5 격납건물내에서 일산화탄소의 영향(Influence of Carbon 

Monoxide in the Containment Atmosphere)

만약 사고 진행이 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Ex 까지 진행되어 노심과 콘크

리트의 열적 반응은 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노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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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열적 반응 시 나타나는 가스온도는 수증기 및 일산화탄소가 대

기에 존재하는 산소와 즉시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일산화탄소는 가

연가스이기 때문에 격납건물 반응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과 4가지 

이유로 수소와 유사한다. :

o. 연소열이 수소와 비슷하다. 즉 수소는 1.23E5 Btu/lbm-mol 

(2.85E8 J/kg-mol)이고, 일산화탄소는 1.03E5 Btu/lbm-mol 

(2.38E8 J/kg-mol)이다.

o. 수소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2몰을 연소시키기 위해 1몰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o. 수소와 일산화탄소는 희박 혼합물을 포함하여 점화 후 비슷한 정

도 연소 정도를 갖는다.

o. 수소-일산화탄소 혼합물의 화염 한계는 각 화염 한계를 단순 결합

법에 따라 근사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사성 때문에 두 가스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만

약 격납건물 대기의 특성이 이용가능하고, 일산화탄소가 존재한다면 완전연

소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NH2 와 NCO 는 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몰수이고, ΔHH2 및 ΔHCO 

는 각각 연소열이다. 

3.2.6 일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물 점화한계 및 연소 거

동(Carbon Monoxide and Combined Carbon Monoxide Plus 

Hydrogen Ignition Limits and Combus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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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또는 CO2가 있는 공기중에서 CO-H2 혼합물의 화염한계는 CO-Air 

및 H2-Air 혼합물에 대한 실험자료의 단순결합을 쉽게 발견되었다. 그림 

3-8(Kuchta, 1985)은 CO-Air-CO2  및 CO-Air-N2 혼합물의 화염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비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CO의 희박 화염한계는 12% 

이며, 혼합물을 비활성화 시키기 위해 40%의 CO2를 필요로 한다. 

Le Chaterlier's의 법칙은 혼합물의 화염한계와 각 가스의 화염한계에 

대한 효과적 분율을 아래와 같이 관계시켜 준다. 

                             (16)

여기서 P1과 P2는  혼합물내에서 각가스의 %이고, 각각 가스의 L1과 

L2는 한계이다. 예를 들어 수소 50%와 CO 50%의 혼합물에 대해P1=50, 

P2=50, 수소에 대해 L1=4, CO에 대해 L2=12 이므로 결합된 혼합물의 화염한

계는 6%이다.

CO와 H2의 혼합물에 대한 실험결과가 표 3-4에 있다(Burgeses, 

1982). 이들 자료는 희박 연소 혼합물에 대한 완전 및 불완전 연소를 포함

하고 있다. 실험결과로부터 H2 및 CO 혼합물의 화염한계는 7%로 위의 경험

적 예측값 6%와 거의 일치한다.

이 표로부터 또 다른 흥미 있는 결과는 최종 분석에서 입증된 것처럼 

H2와 CO는 거의 동일 분율로 연소된다. 그러므로 점화되었을 때 거의 동일

한 연소정도를 가질 것이며, 따라서 연소열이 압력증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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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가연가스 재결합(Recombination of Combustible Gases)

가연가스의 재결합과정은 공기중으로 고온의 수소와 비활성 혼합가스

의 분출을 과정에 대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 고온의 비활성화된 수소가

스가 산소가 충분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분사되는 경우 약 1060K 이상의 분

사온도에서는 점화원 없이 점화될 수 있었다. 분사물에 수증기의 존재는 점

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배기실(receiver)의 수증기는 연소효율 및 수

소 요건에 작은 영향을 미쳤다. 그림 3-9는 제트 온도의 함수로서 제트에 

필요한 수소 농도(수소점화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혼합된 가스 보다 가연성을 위해 보다 높은 제트의 수소농도가 필요하다. 

표시된 자동 점화온도는 수소제트에 대해서이다. 이 것은 가스가 고온으로 

방출 될 때 사고조건에 대한 결과이다. 

3.3 초음속 연소(Detonation)

3.3.1 초음속연소 현상

실험실 규모에서 연소는 TMI-2에서 발행한 아음속연소(deflagration)

이거나 초음속연소 (Detonation)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아음속연소의 경우 

화염전파속도가 음속이하이고, 반면 초음속연소는 초음속이다. 격납건물에 

대해 초음속연소는 아 음속연소보다 훨씬 짧은 (0.001 sec 에서 0.01 sec) 

시간동안 압력을 가한다. 매우 짧은 시간동안 가압은 격납건물 벽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매우 강한 벽은 이 짧은 시간동안 반응하지 않

는다. 그러나 작은 구조물이나 벽면에 연결된 파이프 등은 아마도 그러한 

충격하중에 반응하여 격납건물 라이너를 파손시킬 수 있다. 비록 초음속연

소가 발생하여도, 격납건물 장기 압력(long term pressure)는 AICC 값 정도 

이다.

여러실험에서 만약 건조공기 조건하에서 수소농도가 15% 이상이면 아음속

연소의 화염은 초음속 연소로 가속될 수 있다. 만약 수증기와 같은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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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존재한다면 가속은 수증기 농도 증가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소농도는 75%MWR 발생할 때이거나 아음소연소가 발생 하더라도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해할 정도이다.

만약 초음속연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격납건물 대기내의 수초에 걸

친 압력하중은 AICC보다 낮아 초음속연소는 격납건물이 위협받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변경 시킬 수 있지만, 위협이 발생할지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아 사고관리에 대한 기술적 배경은 AICC에 근접할 수 있는 아음속연소에 

근거한다. 그러나 비록 격납건물내에 초음속연소 발생에 따른 압력하중이 

격납건물 대형파손을 야기하지 않는다 하여도 격납건물과 외부에 연결된 통

로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국부적인 파손을 가져 올수 있다. 특히 

사고시 1차계통내의 가스를 IRWST 내의 물로 분사시키는 경우 IRWST내의 수

소농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IRWST 및 그 주변의 격실에서는 

수소농도가 매우 높아 초음속연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Kim J. T, 2004). 

이러한 경우 초음속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사고완화를 위해 이행되어

야 하며, 여기서는 어떤 조건에서 초음속연소가 발생 가능한지 그 평가 방

법을 소개하였다.

격납건물내에서 DDT 발생 가능성은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구름의 크기 

및 이 구름의 크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기하학적 구조물의 복잡성에 의존

한다. 따라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의 계측은 DDT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초음속연소는 고에너지의 폭발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

는 초음속연소와 아음속연소로부터 초음속연소로 천이에 의해 발생하는 

DDT(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로 분류되며, 원전에서는 고 

폭발 에너지를 요하는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DDT는 점

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National Academy Press, 

1987). 1980년도 초반까지 DDT에 대한 연구는 작은 직경의 긴 튜브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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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로 진행되어 장애물이 없는 긴 튜브에서 DDT 발생기준은 대략 

λ/d ≺ 1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화염이 전파하는 천이길이는 튜브직경보다 

10배 이상이었다. 여기서 λ는 초음속연소 격자폭, d는 튜브내경 또는 오리피

스 직경이다. 한편, 채널모형을 가지고 대규모로 수행된 FLAME 실험

(Sherman M. P. 1989) 과 소규모로 수행된 MINIFLAME 실험에서 기하학적 

규모가 증가할수록 DDT 가능성이 증가하며, 천이길이는 튜브가 아닌 채널

(폭)의 경우 1-2 배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 경우 약 수소농도가 

15 %v/o 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DDT 발생과정에 장애물의 배열상태가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DDT 발생기준은 1950년도 후반까지 소규모의 둥근 긴 튜

브의 실험으로부터 수소농도가 18 %v/o 이상에서 관찰되었으나 1980년도 후

반에는 실제 발전소의 축소형태에서 수행된 FLAME 실험에서 장애물이 있고 

venting이 없는 경우 15% v/o에서 DDT가 관찰되었다. 최근 Dorofeev는 

12.5 %v/o에서 DDT를 발생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S. Dorofeev, 1993a), 

Shepard는 DDT에 대한 보수적 기준은 수소농도 10 %v/o 일 것이라고 하였

다(Shepard J. E, 1990) 

난류 제트 개시에 의한(Turbulent jet initiation) 수소-공기 혼합물

에 내에서 자발 초음속연소 실험이 KOPER 시설에서 1991년과 1992년에 수행

되었다. KOPER 시설은 가스상태의 연료-공기 혼합물의 폭발개시 및 전파 조

건을 조사하기 위한 대형(47,7m3) 연소실에서 부분적으로 밀폐된

(semi-confined) 체적을 가진 시설이다. 실험의 주요 목적은 난류 제트 개

시에 의한(Turbulent jet initiation) 수소-공기 혼합물에 내에서 자발 초

음속연소 조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즉 한 격실에서 연소가 발생하여 기연가

스의 난류유동이 이웃격실로 발생 할 때 이웃격실에서의 초음속연소 조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표 3-5는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와 상관식

을 이용한 결과가 그림 3-10에 비교되었다. 제트 오리피스 직경은 특성 비

균질 크기에 상응한다. 그림 3-10에서 검은 점이 초음속연소가 관찰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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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조건이다. 힌점은 초음속연소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이고, 반점은 초

음속으로 천이가 관찰된 경우이다. 초음속연소를 형상시키는 최소 비균질 

크기를 나타내는  선은 이론적인 상관식 L=7λ 이다. 선의 아래쪽은 초음속

연소가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고, 상부는 초음속연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

로 기대되는 영역이다. 제안된 상관식은 다양한 체적 및 조성에 대한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1996년에 수행된 RUT 실험의 목적은 (1) 고온에서 다양한 수소-공기-

수증기 혼합물에 대해 원자로 관련 규모에서 DDT 조건 연구 (2) 고온에서 

DDT 상사 기준 검증 (3) 난류 화염 전파 및 하중에 관한 연구이다. 전체 8

개의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6개의 실험이 수증기 농도가 34-45% 일 때 

stoichiometric 수소-공기 혼함물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하나의 실험이 수

증기15.5%, 수소 18.5%에서 수행되었으며, 마지막 하나의 실험은  수소 

10.1%, 수증기 6.6%에서 수행되었다. 초기온도는 370-380K 이다. DDT에 대

한 임계조건이 초음속연소에 대한 혼합물 민감도 측정인자인초음속연소 셀 

크기 λ항으로 분석되었다. λ=1m 가진 조성이 RUT 시설에서 DDT를 위한 임계

성분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는 실험의 초기 조건 범위내에서 7λ DDT 기준

과 잘 일치하였다.(그림 3-10)

DDT 가능성은 혼합물 조성, 초기 조건, 혼합물의 특성 기하학적 크기에 의

존한다. 특히 스케일 효과는 중대사고 조건에서 중요하다. 이용 가능한 

Scaling 자료는 화학적 길이 스케일처럼 초음속 셀 크기(혼합물의 민감도)

에 근거한다. 장애물이 없는 긴 튜브에서DDT 기준은 채널길이가 1λ 보다 클 

때이다(Guirao C. M, 1989). 최소거리에 기준을 둔 DDT 기준은 7λ이다

(Dorofeev S. B. et al, 1993). 즉 DDT를 위해 특성 혼합물 크기가 7λ 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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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ystem 80+(ABB-CE, 1994)에서 사용된 초음속연소 발생기준(Sherman M. 

P. 1989)은 FLAME실험을 토대로 제시한 방법으로 실제 발전소의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된 바 있어 중요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론

은Sherman and Berman DDT Ranking Scheme을 사용한 Semi-Quantitative 방

법으로 혼합물의 반응도(고유 화염전파성)에 대해서는 초음속연소 격자폭

(Detonation Cell Width)을, 화염가속에 대해서는 격납건물 내부 구조물의 

배열상태(Containment Internal Configuration)를 사용하여 DDT 발생 여부

를 판단한다. 분류절차는 첫 번째로 표 3-6의 기준에 따라 격납건물내 여러 

영역에서 주어진 수소농도에 대해 고유화염전파성을 분류하고, 두 번째로는 

표 3-7의 기준 따라 격납건물 각 영역을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조합한 표 3-8과 비교하여 DDT 발생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법론은 고유화염전파성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나, 상온, 대기압, 건조

공기 상태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격납건물의 각 영역의 기하학적 특성 

분류에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3.2.2 초음속연소 발생 평가 기준

W. Breitung 등이 제시한 초음속연소 발생기준 (AECL, 1997)은 고유화염전

파성(수소농도)과 발전소의 격실크기에 따른 DDT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초음속연소 발생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화염가속

성을 평가하고 화염가속이 가능한 경우 초음속연소 가능성을 평가한다. 

화염 가속성의 평가절차

a. DDT 발생 가능한 격실 크기 정의 

격실에서 특성길이를 아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격실이 여러 개

의 다른 node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1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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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b. 격실크기에서의 혼합물 조성 계산 

이때 격실 n에서 수소-공기-수증기 혼합물에서 수소농도 및 수증기농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19) 

                (20) 

c. 혼합물에 대한 팽창비 (XH2, XH2O, XO2, T) 계산(그림 3-10) 

여기서 Zeldovich Number β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21)

Lean-air-Steam의 경우 E/R=9800 K, Taf 는 화염온도, To 대기온도를 나타

낸다. To=400K의 경우 는 약 5.5임. 계산된 에 대해 그림 3-11의 선분을 

이용하여 팽창비를 구함. 

d. 임계 팽창비는 표 3-9을 이용하여 계산 

e. indix 즉 혼합물에 대한 팽창비 대 임계 팽창비를 계산  

이 값이 1보다 크면 화염가능성 존재하고, 1 보다 작으면 화염은 가속되지 

않는다. 

초음속연소 가능성 평가절차

a.비 균질성 특성 크기를 결정 즉 식(17)와 동일

b. 수소농도에 따른 평균 초음속연소 격자 폭 계산 

격실 n에서 수소-공기-수증기 혼합물에서 수소농도 및 수증기농도는 식

(19)와 (20)을 이용한다. 주어진 농도 조건에 대해 그림 3-12로부터 초음속

연소 격자 폭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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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을 이용한 DDT 발생 평가 

마지막으로 DDT 발생 가능성 평가는 아래의 index R을 도입하여 판단한다. 

                      (22)

이 값이 1보다 크면 초음속연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3.4 살수 작동(Spray Operation)

3.4.1 실험결과

미국 DOE의 Nevada 실험시설은 EPRI 후원하에 37psig(600 kPa)의 내압

을 견딜 수 있는 구형지름 16m의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여 사고관리 평가를 

위한 유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대형 실험시설은 점화원이 여러 위치에 

있을 때 수소 및 수증기의 연소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림 

3-5에서 설명한 것처럼, 압력증가에 있어 소규모의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연소결과를 보였다.

사고 관리 평가에서 보다 주요한 것처럼 모사된 격납건물에서 점화기의 

유무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실험시설은 연소율에 

대한 살수 효과를 입증한다. 그림 3-13(Thomson, et al., 1984a)은 격납건

물 살수의 사용은 거의 inert된 시스템을 단열 등체적 압력에 근접한 만큼

으로의 완전연소를 가져왔다. 이것은 스프레이 작동 시 가스 대기의 난류에 

기인하였다. 그러므로 상당량의 수소가 발생되어 격납건물로 방출된 사고 

시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작동은 세심한 주의를 요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이들 실험은 사고관리 지침의 작성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평가

는 (1) 수소연소가 발생될 때 예측되는 거동을 포함해야 하고 (2) 만약 그

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격납건물 임계압력에 대한 마진을 평가해야 한

다. 격납건물 살수 계통의 사용을 평가 시 살수계통의 여러 긍정적인 면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점은 격납건물 대기로부터의 열제거 

및 수소가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동안 전 구간에 걸쳐 점화원이 이용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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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살수에 의한 가스의 회전유동을 포함한다. 더욱이 격납건물 살수는 격

납건물 대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제거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며, 특히 기기

에 대한 직접적인 냉각을 제공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NTS 실험시설은 표준 연소조건 (건조 공기, 수소농

도 변화에 대한 정적 상태)에서 수증기 농도를 39%까지, 살수계통의 작동을 

고려하였다. 사고관리 전략평가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결론을 얻었다.

1. 수증기 농도(수증기 농도 39% 까지)는 다소 압력증가를 완화시켰으

나, 충분하지는 않았다.

2. 살수계통을 작동한 실험에서 살수에 의해 야기된 난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소농도에서 조차 단열값에 도달할 정도로 연소율을 증가시켰

다.

   NTS실험에서 수소농도가 inerting 조건까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결론은 Westinghouse(Tasi, et al., 1982) 및 Sandia(Benedick, et 

al., 1984 and Clauss, 1985)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의 두번째 결

론은  사고관리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격납건물내에서 수증기가 대기를 inerting 시키고 있는 동안에 살수가 

작동하는 경우 격납건물 대기는 연소 가능영역에 도달한다. 만약 살수량이 

커 매우 짧은 시간내에 높은 수소농도에 도달하는 경우 이때 점화기가 작동

상태에 있다면 초음속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살수량이 크지 않아 

격납건물 대기가 서서히 연소가능 영역에 이르는 경우 점화기에 의해 아음

속연소로 수소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내 수증기가 대기를 

inerting 시키고 있는 경우 살수량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격납건물내 수증기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BN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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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격납건물 살수계통 작동 (Spray into Containment)시 초음속연소 가

능성 평가

격납건물 살수는 직접적으로 수소 사고 시 격납건물 대기를 냉각시키는 수

단으로 이용된다. 다만 이 수단을 이행 시 수소제어와 관련되는 현상이 나

타 날수 있다. 격납건물 살수는 작동은 격납건물 대기를 활성(deinert)화 

시켜 연소율을 가속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격납건물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다. 만약 살수 작동 전에 배기(Venting) 되었다면 

격납건물내 수증기 응축으로 격납건물 내부가 대기압이하(substmospheric 

pressure)가 되게 한다. 따라서 격납건물은 압축하중을 받게 되고, 공기는 

배기구나 진공 절단기(breakers)를 통해 유입될 수 있다. 초기 비응축가스

에 의한 비활성(inert) 상태의 격납건물은 공기의 유입으로 활성화

(deinert) 될 수 있다.

살수 작동은 수소농도 구배 및 연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소 농도 구

배 관점에서 살수 작동은 대기 내 난류 유동을 야기 시켜 수소농도의 구배

를 줄여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난류 유동 발생으로 격납건물 벽면에

서 격납건물 내 수증기의 응축효과가 증가되어(간접 응축) 대기 내 수소농

도가 증가한다. 또한, 살수 작동은 대기내 수증기도 응축시켜 수소 농도를 

증가시키는(직접 응축) 효과를 가져온다.

살수 작동으로 대기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격납건물 내 dome 지

역이다. 일반적인 사고 상황의 경우 dome지역의 수소농도는 낮으므로 이 곳

에서 살수(스프레이) 작동으로 인한 수증기가 직접응축 및 간접응축이 이루

어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사고 진행과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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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수증기에 의해 비활성화(inert)된 수소-공기-수증기 혼합물이 살수

(스프레이) 작동으로 수증기가 응축하게 되면 서서히 연소영역에 도달하지

만 점화원이 존재하는 경우 연소가 되기 때문에 DDT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석결과이다(BNL, 1993). 이는 DDT 가능여부가 수소농도 뿐만 아니라 수증

기 농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살수(스프레이) 작동으로 수증기 응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Dome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수소방출은 격납건물 하부지역(격납건물 

Dome지역 보다 아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Dome지역의 수소농도가 낮아 수

증기가 응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소농도는 15%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이며, 이 경우 수소농도가15%에 도달하더라도 DDT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된다. 왜냐하면 수소농도가 살수(스프레이) 작동으로 증가하여 연소조건을 

만족하고, 이때 이미 수증기 농도는 연소 기준 아래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연소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림 3-14). 사고 조건별 DDT 

발생 가능성평가는 DDT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프레이 작동은 가스의 혼합을 증진시키나 하부 격실에서의 혼합 효과는 

크지 않아 하부 격실 부근에서 수소 농도가 증가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스프

레이를 작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하부 격실에서 연소시켜 빨리 수소

를 제거하여 global 연소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3.5. 세부 기술 배경(Detailed Technical Basis)

3.51 원자로 냉각재 계통 손상에 대한 적용 

     (Application for RCS damage Conditions BD) 

원자로심이 과열, 피복재 산화, 그리고 원자로내에서 과열된 노심파편층의 

회복 조건에서 유일한 가연가스는 수소이다. 사고관리 지침서가 대량의 산

화조건을 고려하는 경우 수소는 격납건물로 방출되지만 대부분 조건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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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량의 수소가 원자로 계통에 남아 있다. 그러나 만약 원자로 계통 손상 조

건이 BD에 이른다면 회복없이 산화가 50% 이루어지고, 모든 수소가 격납건

물로 방출되었다고 가정한 평가해야 한다. 만약 BD가 발생하고 원자로 

and/or 격납건물에 물을 넣는 회복조치를 시작하였다면 75%가 산화되어 발

생한 수소를 평가해야 한다. Accumulator와 안전주입 탱크내의 제한된 물의 

주입 될 수 없다면 그들의 기능은 회복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3.5.2 원자로 냉각재 계통 손상에 대한 적용(Application for RCS damage 

Conditions Ex) 

원자로 하부가 파손되고, 고온의 노심파편층이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사고

조건에서는 콘크리트와 바닥과의 열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반응에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가연가스가 발생되어 격납건물 대기로 전달된다. 발생

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량은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산화탄소는 

수소와 동일하게 격납건물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발생된 가연가

스의 종류는 사고관리 지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의 반응율이 

용융물 파편층내의 금속의 산화제 역할을 하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생성

율을 결정된다. 그러므로 가연가스의 생성율은 콘크리트의 반응율에 의존하

다. 예를 들어 느린과정은 노심이 손상되지 않았을 때 노심의 초시 손상과

정동안 피복재의 산화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콘크리트와의 반응하는 

동안 발생된 가연가스는 격납건물로 대기로 방출되는 동안 발생율은 원자로 

파손전 사고와 비교하여 훨씬 적다.

만약 콘크리트와의 반응이 발생하는 동한 사고 진행에서 또 다른 사실은 

원자로 공동내에 물이 없어 용융물이 냉각되지 않는다면 원자로 공동에서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캐비티 공동에서 격납건물 하부 격

실로 대기가 순환이 자연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순환으로 격납건물대기내 

산소가 가연가스인 수소와 일산화탄소와 함께 원자로 공동으로 유입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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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지역의 높은 온도로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대기를 비

활성화 시키는 수증기 및 일산화탄소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소 반

응이외에, 원자로 공동으로부터 가스의 자연순환은 만약 이러한 유동이 수

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면 jet 연소를 시작할 수 있다.

장기간(며칠부터 몇주)이 지나면 방사분해 및 알루미늄이나 Zinc 와 살수

된 물과의 반응은 격납건물내 수소를 생성시킬 수 있는 출처가 된다. 이러

한 잠재적인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량, 시간, 분포는 각 발전소의 설계

기준에 포함된다. 각 발전소 고유의 설계기준 정보는 각 소유그룹에게 상단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출처의 의한 수소 발생량의 크기는 중대사고 

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소방출과 관련된 불확실성내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알루미늄이나 Zinc 의 산화 및 방사분해에 의한 수소발생은 천천

히 진해되고 가스 측정기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사고간리 전략은 오심용

융물 파편층이 냉각되어 안정화된 이후 천천히 발생하는 수소발생과 누적을 

측정하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5.3 인위적 점화 (원자로 계통 손상 조건) 

Intentional Ignition (RCS Damage Conditions OX and BD)

점화기 계통의 설계의 설계기준은 75MWR에 반응하여 2.2lbm/s (1kg/s)로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수소량을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점화기는 두개

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각각은 독립된 전기 모선으로부터 공급되며, 설

계 기준에 의한 방출율의 수소를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태울수 있다.

점화기 계통은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발전소 능력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 입증되어왔다(Thompson, et al., 

1988a) (Kumer, et al., 1984). 특히 EPRI 대형실험은 상당한 격납건물 가

압없이 계속하여 연소시킬 수 있다. 점화기는 격납건물 보호하기 위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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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주요계통의 하나로 사고조건의 회복에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관리(AMGs 

및 UAMGs)에서 계통성능의 유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연가스의 출처는 만약 원자로가 파손되어 고온

의 원자로심 파편층리 격납건물로 방출된다면 변할 수 있다. 원자로 파손전 

가연가스는 수소가 유일하나 원자로심 파편층이 원자로 공동으로 방출되는 

경우 가연가스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이다. 후자의 경우 가스의 발생율은 설

계기준 보다 훨씬 적어 점화기는 대형연소(global burn)조건을 위한 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율로 가연가스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화기

는 원자로 파손 후 매우 효과적이다.

원자로 파손 후 예측되는 추가적인 면은 재결합 및 추가적인 비활성가스

의 미해결이다. 이들 둘 다 대형연소(global burn)의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궁국적인 회복 즉 냉각과 원자로 물질의 안전화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몇몇 중대사고 경위는 노심 손상기간동안 점화기의 작동을 배제 할수 있

다. 손으로 또는 자동으로 점화기를 작동시키는 경우 중대사고시 AC전원의 

차단은 점화기를 작동시킬 수 없어 격납건물로 방출된 수소를 연소로 제거 

할 수 없을 것이다. 노심손상의 동반으로 수소가 발생하는 사고가 진행될 

때 점화기 계통의 잠재적 회복하는 방법을 사고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한

다. 많은 량의 수소농도(> 6%)가 존재할 때 수소점화기 계통의 작동은 격납

건물 극한 하중을 위협할 수 있는 연소로 인한 격납건물을 가압한다(See 표 

3-1). 중요한 쟁점은 높은 수소농도 (> 6%)가 격납건물내 존재하기 전에 노

심손상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점화기가 작동하지 못하느냐이다.

예를들어 초기에 수소가 없는 격납건물(1.6E6ft3=45,300m3)에 6%의 수소

농도가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이는 대략 266 lbm-mol (121 kg-mol)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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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lbm (242kg)의 수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격납건물로의 수소방출

에 대한 점화기계통의 설계기준은 1.1에서 2.2 lbm/s (0.5-1.0kg)이다. 수

소발행율의 이러한 범위는 8 분이나 4분이 소요된다.  만약 수소점화기 없

이 현실적인 수소발생율 0.44lbm/s (0.2kg/s)을 고려한다면 약 20여분이 소

요될 것이다. 두번째 예로 수소점화기가 운전 중일 때 최대 수소농도를 나

타내는 5%의 수소농도가 초기에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만약 점화기가 

운전 불능상태라며, 수소누적을 위한 시간이 매우 짧아 질 것이다. 설계기

준 수소방출율로 약 1분, 현실적인 방출율로는 3분 수소농도가 6%에 도달한

다. 그러므로 격납건물내에 수소가 존재하지 않고(노심 손상의 표기가 없

음) 만약 전원이 상실된다면 점화기에 다시 전압을 거는 동안 노심손상(조

건 OX 및 BD) 구간은 약 5분(보수적)에서 20분(현실적)이다.  또는 수소가 

격납건물내에 존재하고 점화기 전원이 끊기기 전에 점화기에 의해 제어된다

면 노심손상(조건 OX 및 BD) 구간은 약 1에서 3분 정도이다. 

3.5.4 비활성상태에서 활성상태로(De-Inerting) 

만약 격납건물이 초기에 높은 수증기 농도로 비활성 상태에서 수증기가 

응축된다면 대기는 가연성 영역에 이르게 된다. 팬이나 살수의 작동은 대기

를 연소가 불가능하게 비활성 상태로 만드는 수증기를 응축시킨다. 예를들

어 대기가 초기에 표3-1에서 맨 아래에 있는 선에 해당한다고 하자. 그림 

3-2에서 3-5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수증기는 inert 역할을 한다. 21C의 전형

적인 대기 온도에서 살수의 작동은 많은 수증기를 응축시켜 표 3-5의 4번째

선에서 나타난 것 보다 다소 적은 수증기 농도를 보일 것이다. 이 혼합물은 

연소가능하다. 만약 점화기가 기동 중에 작동하고 있다면 화염영역 한계에 

도달한 직후 연소가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에서 연소 후 압력은 표 3-2의 자료로부터 127psia (0.88Mpa) 

로 상대적으로 높다. 연소는 살수나 팬이 작동이 완전연소가 발생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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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Thompson, 1988b), (Benedick, 1984), (Kumer, 1984), (Lowry, 1982)) 

이러한 결과는 75% MWR 후 건조공기에서 수소농도 18%인 격납건물내에 

deinert에 효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격납건물 deinert 효과는 기기의 작동시간에 관해 기기의 이용성에 강하

게 의존하고, 점화원의 이용성에 좀더 결론적인 것은 개별 발전소 특성에 

따라야 한다.

3.6 요약 (Summary)

이 장은 사고관라 지침서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소반응이 격납건물에

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방법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요소로  

대략 53%의 수증기 몰분율 얼마나 많은 수소 발생 량 및 방출 량에 관계

없이 격납건물 대기를 inerint 시키기에 충분하다.

격납건물 살수의 시작은 연소가 간신히 연소가능한 대기를 격납건물 전

체에서 연소가 가능한 대기로 바꿀 수 있다. 이 때 격납건물로의 압력증가

는 아래와 같다.

            (23)

                       (24)

격납건물내에 노심 융융물 파편물이 있는 조건 (원자로 계통 파손 조건 

EX)에서 가연가스는 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으로 발생하지만 파편물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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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온과 재결합 현상으로 인해 격납건물 대기에서 즉시 소비될 것이다.

수소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점화기를 사용하는 격납건물에 대해, 점화기

로 전원의 공급이 재개되면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 할수 있는 조건을 가져

오는 것과 무관하게 노심손상과정이 아주 심각할 때 수분동안 점화기가 상

실될 수 있다.

초기에 수증기 농도가 높아 비활성화 상태의 대기는 살수 나 팬의 작동

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연소는 살수 및 팬에 의한 난류로 거의 완전 연소

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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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수증기 농도 40% 이상시 연소로 인한 압력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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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수소의 가열 단열 연소시 계산된 압력 증가



- 52 -

FR-90/1-100 0.32 0.39

FR-90/1-150 0.48 0.58

FR-90/1-320 1.0 1.2

FR-90/1-960 3.1 3.7

FR-90/1-1500 13.7 16.7

표 3-3 Siemens recombiner 계수 값(k1 및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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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동일 수소 일산화탄소 몰 농도에서 실험 결과 (Burges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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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Number

Test 

Type
Fuel

Mixture Cell 

Width, l (mm)

Non-uniformity 

size, L

(mm)

Detonat

ion

Parameter which 

defines L

1

Jet

Initia

tion

C2H2 46 660 +
Jet Orifice 

Diameter

2*

Jet

Initia

tion

C2H2

C2H4

C3H8

H2

1.8

6.2

6.5

7.7

7.7

3.7

5.9

8.1

76.2

119.4

76.2

101.6

119.4

101.6

119.4

119.4

+

+

+

+

+

+

+

+

Jet Orifice 

Diameter

3

Jet

Initia

tion

H2

30(15)

15

15

45

50

178

390

390

178

390

+

+

+

-

-

Jet Orifice 

Diameter

4

Jet

Initia

tion

H2

45

40

50

530

920

920

+

+

-

Orifice Diameter

5* DDT H2** 200 800 +
Dome Part

Size

6 DDT H2
600

2000

2000

2000

+

-
Volume Size

7 DDT H2

150

350

600

1800

1800

1800

+

+

-

Volume Size

8 DDT H2
15

50

150

150

+

-
Volume Size

9

Jet 

Initia

tion

H2

15

15

15

15

18

18

25

50

70

400

300

200

100

400

300

200-400

100-300

100-200

+

+

+

-

+

-

-

-

-

Jet Orifice 

Diameter

표 3-5 초음속연소 및 DDT에 대한 난류 제트 개시 관한 실험결과 

* Critical conditions are presented. 

** Hydrogen-air-steam mixtures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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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도별 초음속연소발생 가능성 등급 



- 56 -

표 3-7 DDT 도움 정도 기하학적 특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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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혼합물 및 기하학적 등급에 관한 SHERMAN/BERMAN RESUL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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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임계 σ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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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소-공기-희석가스 혼합물 농도에 따른 정규화된 최대 압력비

(AICC = 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Rh = relative humidity) 
(Benedic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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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an을 작동시키지 않을 때 수소-공기-수증기 혼함물 연소한계 자료

     (Marshal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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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Fan 작동시 수소-공기-수증기 혼함물 연소한계 자료 (Marshal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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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Fan 작동 유무시 curve를 이용한 수소-공기-수증기 혼합물 연소한계

 자료 (Marshal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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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최대 연소 압력 : 대형 및 소형 실험(Thomsopn, 1984a) 



- 64 -

그림 3-6 Schematic diagram for the recombiner bo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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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Siemens and NIS recomb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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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질소-이산화탄소가 첨가시 일산화탄소-공기 혼합물의 
화염한계 (대기압 25C, Cst : Stoichiometry 선) (Kucht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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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제트의 온도 함수로 수소-질소 제트의 점화(Wirema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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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DDT에 필요한 초음속격자 크기 및 특성길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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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β와 관계(Lean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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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수소-공기-수증기 혼합물에 대한 초음속연소 격자 크기 (375K, 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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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난류 및 점화 위치 효과 (Thomson, 19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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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스프레이 작동에 의한 DDT 발생 가능성



- 73 -

4. 결론 및 향후 업무 (Conclusions and Future Studies)

본 기술배경서는 기존에 작성된 또는 향후 작성될 중대사고 관리 지

침서에서 수소제어에 대한 기술적 배경을 작성하였다. 기존 EPRI의 기술배

경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지만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

로 기술배경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내용도 가능하면 사고관리 지침서 이

용시 궁금한 점을 쉽게 찾아보도록 하였다. 표 4-1과 4-2는 기존의 기술배

경서와 본 기술배경서의 주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기술배경서에 언

급하고 있는 초음속연소 발생 가능성의 억제를 위해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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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EPRI TBR과 개정 TBR의 수소제어 우선 초지 사항 및 효과에 대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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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소제어에 대한 물리적 현상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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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고 진행 상태 정의(Progression of Damaged State)

사고 진행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원자로 계통에 대해서는 3가지 손상조건, 

격납건물에 대해서는 4가지 손상조건으로 사고 진행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원자로 계통 조건에 대해 사용된 손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OX: 원자로심이 과열 및 산화되었지만 노심의 기하학적 모양은 유지하

고 있다. 이 때 노심 산화는 핵연료 및 피복재의 가열율을 상당

히 증가시킬 수 있는 화학에너지를 방출한다.

BD: 과열이 노심을 녹여 핵연료 및 피복재의 액화를 가져와 원자로 노

심이 손상된 상태이다. 노심의 기하학적 모형은 더 이상 유지되

지 않고 냉각의 잠재적 가능성이 줄어든다.

EX: 사고가 원자로용기를 파손될 만큼 진행된 상태이다. 파편층이 원

자로 하부에 쌓인 후 격납건물로 누적된다.

  격납건물에 대해 고려된 손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CC: 격납건물 격리가 완전하고,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이 이용 가능하

다.

CH: 격납건물 격리가 완전하지만,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이 이용 불가

능하거나 노심파편층의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I:  격납건물 손상 즉 격리기능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격납건물은 

외부환경으로 방출을 완화할 만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B:  격납건물 우회가 가능하고, 외부환경으로 방출을 완화할 만큼 충

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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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수소제어 평가 시 불확실성의 영향

(Influence of Uncertainties in Hydrogen Control Evaluation)

1.1 수소발생 및 격납건물 방출

얼마나 많은 수소가 발생하는가 ?

 Zr의 산화정도는 냉각재 상실율, 원자로내 압력, 냉각수 주입율, 노심 구

조 등을 포함하여 사고진행의 여러국면에 의해 결정된다. 사고진행 및 회

복, 사고경위의 다양성, 원졸 계통으로부터 격납건물로 수소방출에 관한 불

확실성, 격납건물 수소 감시 계통의 응답시산에 있어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위해 사고 상태에 의존하는 피복재 산화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산화율이 제

된다. 믿은 만한 발전소 정보가 없을 경우 50%의 핵연료 피복재가 사고 경

우에 대해 산화된 것으로 해야 하며, 만약 노심이 몸시 손상된 상태로부터 

회복되어 왔거나 회복되고 있다면 75%가 산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TMI-2 사고 경험 및 비록 보다 많은 수소를 생성시키기 위

한 어떤 가정을 사용한다하여도 종합전산코드의 계산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HCOG 계산(NRC, 1990)은 사고시 재충수 기간동안 발생된 수소량의 정

도는 재 충수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약 재 충수율이 5000gpm(0.3m3/s)

라면, 수소발생율은 짧은 구간동안 크지만 발생된 전체 수소 량은 150 

gpm(0.009m3/s)의 작은 재충수율을 사용하는 유사한 조건에 대해서 보다 근

본적으로 작다. 불확실성의 경계값내에서 수소로 인한 격납건물 건전성은 

발생율이 아니라 생산된 수소량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은 재 

충수율이 클수록 생산된 전체 수소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화기가 있는 격납건물은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율로 수소를 제거할 수 있

어야 한다. HCOG에 의하면 일단점화가 시작되면 격납건물내에서 수소방출율

의 증가는 확산화염 크기 증가를 야기 시킨다고 한다. 즉 수소는 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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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출되는 율로 소비 된다.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압력억제 및 열제거 계

통이 격납건물 대가 냉각 율이다. 실험 및 해석은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를 

태워 발생하는 열은 만약 계통들이 정상 기능을 한다면 계통에 의해 제거되

는 열보다 작아 수소를 태워 격납건물은 과압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수소가 격납건물로 방출되는가 ?

 사고의 다양성은 수소 발생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

자로 내 압력이 격납건물 대기 압력보다 훨씬 큰 경우, 원자로 계통내부에

는 격납건물에서 측정된 수소보다 상당량을 내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

고경위가 바뀐다면 즉 밸브 개방 또는 원자로 계통의 파손으로 원자로 계통 

압력이 주어든다면 상당량의 수소가 방출할 것이다. 이것은 발생된 수소량 

및 격납건물의 방출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원자로 계통에 

남아 있는 수소의 최대량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측정된 압력에서 

원자로 계통에 수소가 가득 찬 경우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PRCS, VRCS, TRCS는 원자로 계통내 압력, 체적, 온도이며, MWH2는 

수소의 몰 무게 (2)이고, R은 가스 상수 이다. 예를 들어 원자로 계통의 체

적 340 m3, 압력 4.1MPa , 온도 700K라면, 총 수소량은 479kg으로 피복관의 

약 50% 산화에 해당하는 량이다. 간단히 하기 위해 원자로 계통은 비어 있

는 것으로 하였다. 만약, 물의 체적을 알 수 있다면 이러한 계산은 다시 쉽

게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수소량이 측정된 격납건물 농도에 더해진다면 

사고관리 평가를 위한 불확실성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될 이 값은 최소 이

다. 

1.2 가연성 가스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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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내 수소 및 일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경우 연소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배경서는 가연환경에 대해 우선조치사항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원자로

내 또는 원자로외든지, 원자로 파편층을 냉각시키기 위해 격납건물로 냉각

수주입은 격납건물 대기로 수증기 방출을 가져와 대기를 비활성화 시킨다. 

반대로 원자로 내에 있는 파편층에 냉각수 주입은 수소생성을 증가시키며, 

격납건물로 방출될 수 있다.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 수소는 특히 만약 방

출율이 아주 크고 수소연소가 개시가 수소방출 후 짧게 발생한다면 반드시 

격납건물을 통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그러한 국부적인 수소농도는 

높은 수소방출의 결과로 격납건물 벽면에 비 균질 하중을 제공 할 수 있다. 

발생된 수소량 및 격납건물내 누적된 정도는 격납건물 국부 수소농도에 불

확실성을 야기 시킨다.

 공기중에서 상향전파를 위한 최소화염한계는 일반적으로 4%라는 것이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수소농도에 첨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평

전파는 6%, 하향 전파는 8%에서 발생한다. (후자 2개의 값은 지침서를 위한 

것으로 격납건물 대기의 난류에 의해 다소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수소농도가 4% 연소는 발생하지 않고 만약 수소농도가 전화기에 의한 최소

화염한계보다 약간 높게 유지된다면 국부적인 연소만 발생한다. 반면, 대형

연소는 수소가 누적되어 농도 8%이상이고 격납건물 대기가 연소 가능하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대기가 거의 비활성이라면, 연소는 시작될 수 

있지만 연소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격납건물내에 이용 가능한 모든 

수소를 소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소를 발생시켜 

대형연소의 가능성은 사고경위, 격납거물 특징(예, 점화기), 따라 평가 되

어야 할 불확실성이며, 수증기가 대기를 비활성화 시킬 가능성 또한 사고경

위 및 격납건물 특징에 달려 있다.

 격납건물 대기응답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조치 사항중의 하나는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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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살수이다. 이러한 조치는 격납건물 대기의 중요한 열제거원이며, 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대기중에 부유중인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하고, 격납건물 

대가를 냉각시키며, 노심파편층으로 스며든다. 반면에, 만약 대기가 수증기

에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상당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격납건물 살수

는 대기내 수증기를 응축시키고(그러므로 가스 혼합물을 활성화시킴), 연소

를 전파를 도와주는 난류를 야기 시킨다. 이는 격납건물 대기 내 수소농도

가 7%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점화기를 있는 격납건물에 대해 그러한 농

도 수준은 이용가능한 점화기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소연소

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다.

o. 격납건물내 수소 농도

o. 수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고의 변화 즉 고온관 creep 파손, 원자

로 감압 (이것은 발전소 특성 및 사고경위에 의존)

o. 수증기 발생 또는 응축으로 인한 격납건물 대기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

 그러므로 수소 감시계통을 이용하여 격납건물내 수소농도를 측정하는 동안 

원자로 계통에 저정된 수소와 재충수 될 때 발생되는 수소를 고려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격납건물 수소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는 격납건물 수소농도가 다소 불확실하다는 것

과 짧은 시간내에 수소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점화

기가 있는 격납건물에 대해 HCOG의 후원하여 수행된 실험은 격납건물로의 

수소의 급격한 방출은 전번적인 반응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소가 시작되면 최소연소한계에 가까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율로 소비될 수 있다.

 요약하면 수소발생은 노심파편층으로 냉각수 주입율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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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갖는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냉각수가 원자로심에 더해지는 것이고 

이들은 측정된 주입율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는 냉각수가 

주입될 때 회복조치로 발생되는 수소가 제한되는 어떤 재충수율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유량율은 최대 5000gpm(0.3 m3/s)의 고압 및 저

압 주입계통의 필요유량으로 어떤 유량으로부터 최대 5000gpm(0.3m3/s)의 

범위 내에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유량율은 수소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의 조

성 영향을 최소화 한다.

한편, 수소연소는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들 불확

실성이 우선조치사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왔다. 특히 고려

된 불확실성은 (1) 원자로 계통이 가압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빨리 격납건

물로 방출되어 추가되는 수소 (2) 노심 회복조치가 시작되었을 발생 및 격

납건물로 방출되는 수소량

이들은 대형건식 격납건물 특히 격납건물 살수와 같은 우선조치 사항의 결

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대기를 포함하는 특별한 격납건물 조건에 대해 규명

되어야 한다. 점화기가 있는 격납건물에 대해 격납건물내 평균수소 농도는 

최소화염한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점화기가 있는 격납건물은 상대적으로 

사고진행 및 격납건물 살수 작동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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