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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 수로 설계/운  안 해석코드 개선  체제 확보

○ 수로 안 해석 방법론 개선  안 해석 차서 개발

○ 수로 안 해석코드 통합운 체제 개발  주요 안 안 요소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내용

○ 수로 안 해석코드 체제 개선  확립

○ 수로 안 해석코드 연계해석체제 개발

○ Power Pulse 안에 한 노심안 여유도 평가방법론 개선

○ LOCA시 CATHENA를 이용한 핵연료채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

○ LOCA시 핵연료 채 내 열유동 상세해석(3-D) 방법론 개선

○ 수로 안 해석 차서 개발

 2. 연구결과

○ 격자용 코드(WIMS/CANDU) 개발

○ 감속재 3차원 열수력 거동해석 모델 (CFX4-CAMO) 개발

○ LOCA시 핵연료 채  내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 (안 해석방법론 개선)

○ 계통  격납용기 열수력 안 해석 연계체제 개발 (CANVAS)

○ 안 해석용 노심/열수력자료 DB 시스템 구축 (http://CANTHIS.kaeri.re.kr)

○ 일반안 해석 차서 개발

 3. 기 효과  활용방안

○ 안 규제기술 기 자료 제공  기술 지원

○ 주기  안 성 평가, 발 소 안 안 해결 등을 한 기술 지원

○ 독자  안 해석기술 수립  최  안 해석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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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수로 안 해석체제 수립  요소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

○ 수로 설계/운  안 해석코드 개선  체제 확보

○ 수로 안 해석 방법론 개선  안 해석 차서 개발

○ 수로 안 해석코드 통합운 체제 개발  주요 안 안 요소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로 고유 특성에 부합한 안 성 확인체제의 확보

- 가동  원  19기  수로는 4기로 원자력 에 지원의 약 20% 공

- 수로 안 성 확인체제에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 미흡

- 수로 설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수로 안 성에 한 국민  심고조

-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과 원자력기술지도(NuTRM) 등 국민, 정

부, 산업계의 수로 안 수요 충족과 안 기술 자립 필요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로 안  기반구축

- 수로 안 안 해결지연에 따른 잠재  험도 증가

- 월성 1, 2호기의 가동수령 증가에 따른 기기의 경년열화 등으로 안 성 해요인 

증가

- 수로 안 성 평가시스템, 규제지침 미비 등 안 성 확인시스템 낙후

○ 수로의 기술 집약  선진 안 성 평가기술 개발

- 월성 1호기 PSR 평가결과  최근 가동  수로에서의 수 설사건 등으로 안

성 취약  도출

- 수로 고유 설계 특성을 고려한 안 성 평가기법의 특성화  선진화 필요

- 독자 인 선진 수로 안 성 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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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수로 안 해석코드 체제 개선  확립

- 노심안 해석을 한 격자코드 WIMSD-5B의 CANDU-6에의 용성 평가

- WIMS-AECL  WIMSD-5B 코드를 이용한 수로 감속임계로 (DCA)의 격자 특

성 평가

- 압력  크립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 평가

- WIMSD-5B 코드의 개선 

- 감속재 3차원 열수력 거동해석모델 개발

- 나비형(Butterfly-shaped) 격자구조  다공성 매질 3차원 항 모델 개발

○ 수로 안 해석코드 연계해석체제 개발

- 계통  격납용기 열수력 안 해석 연계해석체제 (CATHENA-PRESCON) 개발

(CANVAS)

- 연계해석체제 신뢰성 평가

- 안 해석용 열수력자료 DB시스템 (Web.용) 개발 (CANTHIS)

○ 수로 안 해석 방법론 개선

- Power Pulse 안에 한 노심안 여유도 평가방법론 개선

- LOCA시 CATHENA를 이용한 핵연료채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

- LOCA시 핵연료 채 내 열유동 상세해석(3-D) 방법론 개선

○ 수로 안 해석 차서 개발

- 수로 안 해석 차서 련 자료 조사, 분석

- 수로 안 해석에 한 일반  차서 작성

Ⅳ. 연구개발 결과

○ 격자용 코드(WIMS/CANDU) 개발

- 노심 격자구조 모델을 개선

- 단일 에 한 충돌확률 계산시 Carlvik 방법을 사용하여 resonance integral 과 

microscopic cross section 계산시 오차가 어짐

- 압력  크립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을 평가

○ 감속재 3차원 열수력 거동해석 모델 (CFX4-CAMO) 개발

- STERN Lab 실험에 한 모델 검증

- 나비형 격자구조  다공성 매질 3차원 항모델 개발

- 월성 2/3/4호기 감속재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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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시 핵연료 채  내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 (안 해석방법론 개선)

- Blowdown  Post-blowdown 단일채 해석 코드를 CATHENA 코드로 일원화

- 단일채 해석 코드 (CATHENA) 검증을 한 3차원 채 해석 모델 (CFX-CACH) 

개발

○ 계통  격납용기 열수력 안 해석 연계체제 개발 (CANVAS)

- 수로 계통해석과 격납건물 계산을 연속 으로 수행

- HP 버  코드를 PC 도우 체제에서 최 화

○ 안 해석용 노심/열수력자료 DB 시스템 구축 (http://CANTHIS.kaeri.re.kr)

- SQL Server 2000을 사용한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구축

- 수로 일반  교육 자료 포함

○ 일반안 해석 차서 개발

- 일반  안 해석 차를 문서화  규격화

- 형배 단사고 용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수로 설계  운  안 해석코드체제  방법론 개선 연구결과는 가동  수로의 

운  안 성  효율성 향상을 해 요구되는 설계 는 차서 개선을 한 안 해

석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가동  수로의 주요 안 안에 한 안 해석 요소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독자 으

로 해결함으로써 수로의 잠재  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로

의 안 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이밖에 수로 안 해석체제  기술력을 독자 으로 확보함으로써 가동  수로에

서 이상사태 발생시 자체 안 해석 평가를 통하여 시 처함으로써  국민 신뢰성

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주요 안 안을 자체 으로 해결함으로써 수로 운 자들의  장 애로 을 해결함

과 동시에 해외 기술도입 감에 따른 경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 수감속임계로(DCA) 실험자료를 사용한 노심코드 검증 결과를 AECL에 제동한 바 

있으며, 이 결과는 AECL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원자로(ACR)에 요한 자료로 활

용된다.



KAERI/RR-2500/2004

- iv -

○ 이외에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안 안 해결 요소기술은 캐나다 AECL에서도 개발 

에 있어 수로 운  국가  기술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수로 운

국가에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수로 기술의 수출  국제 인 상을 제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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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of Projects

Establishment of Safety Analysis System and Technology for CANDU Reactor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Objectives of the Project

○ To improve the safety analysis codes and safety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CANDU Design and Operation.

○ To develop a safety analysis GUI system and a safety analysis procedure 

for CANDU reactors

○ To develop the relevant technology related to the major safety issues.

Importance of Project

○ Need to establish a safety analysis system to assess the CANDU generic 

safety characteristics

- 4 CANDU reactors supply about 20% of the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among 19 operating nuclear units

- Insufficient achievement of the self-reliance technology for ensuring a 

safety in operating the CANDU reactors

- Increase of public concern for the safety of the CANDU reactors due to 

the incidents/accidents which happened at the Wolsong NPPs such as the 

heavy water leakage incident

- Need to satisfy the social demand of ensuring the safety of the CANDU 

reactors under the 2nd Comprehensive Nuclear Promotion Plan 

(2002-2006), NuTRM, etc.

○ Need to establish the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CANDU reactors to 

assure the public confidence

- Increase of the potential risk due to the delayed resolution of the safety 

issues for the CANDU reactors

- Increase of the unsafe factors due to the aging of the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Wolsong units 1&2

○ Development of the advanced technology-integrated CANDU safety analyses 



KAERI/RR-2500/2004

- vi -

system

- Need to develop the safety assessment system by considering the 

CANDU generic design characteristics

- Enhancement of the public acceptance by establishing the advanced 

CANDU safety assessment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Improvement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code system

-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a lattice code, WIMSD-5B to the CANDU 

core safety analysis

- To evaluate the DCA lattice characteristics using the WIMS-AECL and 

WIMSD-5B codes

- To evaluate the effect of a pressure tube creep on the core physics 

parameters

- To improve the WIMSD-5B code

- To develop the 3-dimensional thermal-hydraulic analysis model for 

simulating the moderator behavior

- To develop a butterfly-shaped grid structure and a 3-dimensional flow 

resistance model for a porous media

○ Development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GUI system

- To develop a linked-code system (CANVAS) of the thermal-hydraulic 

safety analyses codes between the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CATHENA) and the containment code (PRESCON)

-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he CANVAS

- To develop the CANDU Neutronics and Thermal-Hydraulic Information 

System (CANTHIS)

○ Improvement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methodology

- To improve the safety margin assessment methodology in terms of the 

power pulse safety issue

- To improve the fuel channel thermal-hydraulics assessment methodology 

by using CATHENA for a LOCA

- To improve the 3-dimensional thermal-hydraulic analysis methodology in 

the fuel channel during a post-blowdown of a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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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procedure

- Literature survey on the CANDU safety analysis procedure

- Documentation of the general procedure for the CANDU safety analysis

Ⅳ. Research Results

○ Development of the lattice codes (WIMS/CANDU)

- Improved the core lattice geometry

- Reduced the errors and uncertainty in the calculation of the resonance 

integral and microscopic cross section by using the Carlvik method in the 

collision probability for a single rod

- Evaluated the effect of the pressure tube creep on the core lattice parameters

○ Development of a 3-dimensional thermal-hydraulic analysis model for the 

moderator behavior (CFX4-CAMO)

- Validated the model by comparing it with the STERN Lab experimental 

results.

- Developed a butterfly-shaped grid structure and a 3-dimensional flow 

resistance model for a porous media

- Developed the moderator analysis model for the Wolsong units 2/3/4

○ Improvement of the fuel channel thermal-hydraulics assessment 

methodology by using CATHENA for a LOCA

- Developed the unified single fuel channel analysis codes for the 

blowdown and post-blowdown codes

- Developed a 3-dimensional fuel channel analysis model (CFX-CACH) for 

a validation of a single fuel channel analysis code (CATHENA)

○ Development of the safety analysis GUI system (CANVAS) of the 

thermal-hydraulic safety analysis codes for the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and the containment code

- Developed a one-through calculation for the CANDU PHTS system and a 

containment analysis (Integrated code operating system of CATHENA and 

PRESCON2)

- Optimized the HP version codes to the Window PC environment

○ Establishment of a database system for the core physics and 

thermal-hydraulics experimental data for a safe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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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NTHIS.kaeri.re.kr)

- Developed the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using the 

SQL Server 2000

- Established a DB system by including general CANDU information and 

education materials

○ Development of a general safety analysis procedure

- Developed a general safety analysis procedure

- Applied it to the large break LOCA

Ⅴ. Ap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this R&D program,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Analysis Code System and Methodology for 

CANDU Design/Operation",  can be applied to improve th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and the safety analysis procedure, so as to enhance the 

safety and operating efficiency for the operating CANDU NPPs.

- By developing of a relevant safety issue assessment system and the 

technology for operating CANDU NPPs we will be able to reduce the 

potential risks as well as to improve the safety of CANDU NPPs in such 

a way as to achieve the self-reliance technology

-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code system and 

technology we will be able to apply it not only to a timely response 

against a postulated emergency situation for operating CANDU NPPs, but 

also to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 The achievement of this research program will improve the CANDU 

operating performance and enhance the economic benefit by reducing the 

technical imports.

- Reactor physics code validation with the DCA experimental data has been 

transferred to AECL. These results could be applied to develop an 

Advanced CANDU Reactor (ACR-7) of AECL.

○ This R&D program will play a leading role among the CANDU owned 

countries and the research results will make an in-kind-contribution for 

other countries operating CANDU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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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의 가동  원  19기  4기인 수로는 가동기수 비 약 20%로써, 국가 에

지원을 공 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로의 안 에 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도 정부차원에서 우선 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두되었으나, 수로 안

성 확보기술은 부분 원  공 국인 캐나다에 의존하여 기술을 도입, 사용하여 왔으며, 

국내 연구개발도 경수로에 집 화되어 수로에 한 기술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로 안 연구개발을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의  

안 성 증진연구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수형 원 의 안 성을 지속 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 하 고, 2002년 장기계획사업의 일환으로 “ 수로 안 성 평

가체제 수립  안 안 처기술개발” 과제를 착수  하여 수형 원 의 안 성 확

보를 한 단기 인 안 안 해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  보장을 해 장기 으로 확보

하여야 할 안  운 을 한 안 해석기술을 개발토록 하 다.

특히 원자력 안 연구가 경수로 심으로 집 화된 반면 수로 안 연구는 단편 으

로 추진되어, 체계 인 기술력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수로의 

안 성 확보에 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하여 지속 인 안 연구  인력유지가 필요

하다. 한, 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각 발 원이 경쟁 체계 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원자력 발 의 경쟁력 확보를 해서는 원  안 성 향상과 이용률 증 가 필수 으로 요

구되는바 그간 경수로 원 에 비하여 상 으로 소외되어온 수로 원 에 한 안 성 

 운 성 향상 기술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안 성 향상을 근간으로 한 가동  수로 원

의 이용률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가동  수로 안 성 개선을 해서는 원자로물리, 감속재계통을 포함한 계통열수력 

거동, 격납용기 열수력거동 등이 종합 으로 연계하여 각 해석 분야별 연구 결과를 수로 

운 경험을 반 하고 이에 한 설비 는 차서를 지속으로 개선하여 잠재  험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 2   연구 내용  범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수로 설계/운  안 해석코드 개선  체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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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안 해석 방법론 개선  안 해석 차서 개발

○ 수로 안 해석코드 통합운 체제 개발  주요 안 안 요소기술 개발

단계별 세부 목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수로 안 해석

코드 체제 개선 

 확립

◦ 기포 반응도 향을 고려한 노물리 안 해석코드 체제 개선

 - 노심안 해석을 한 격자코드 WIMSD-5B의 CANDU-6에의 

용성 평가

 - WIMS-AECL  WIMSD-5B를 이용한 수로 감속임계로 

(DCA)의 격자 특성 평가

 - 압력  크립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 평가

 - WIMSD-5B 코드의 개선 

◦ 감속재 3-D 열수력 거동해석모델 개발

 - 나비형(Butterfly-shaped) 격자구조

 - 다공성 매질 내 3차원 항 모델

 - 해석모델의 용 (월성 2/3/4 호기)

수로 안 해석

코드 연계해석체

제 개발

◦ 계통  격납용기 열수력 안 해석 연계해석체제 

(CATHENA-PRESCON) 개발(CANVAS)

 - GUI 개발  CATHENA-PRESCON2 코드 연계

 - 연계해석체제 신뢰성 평가

◦ 안 해석용 열수력자료 DB시스템 (Web.용) 개발 (CANTHIS)

 - DBMS 구축  웹페이지 제작

수로 안 해석 

방법론 개선

◦ Power Pulse 안에 한 노심안 여유도 평가방법론 개선

 - 지발 성자 특성평가

 - WIMSD-5B와 RFSP 연계계산을 한 Tape16 응 file 개발

◦ LOCA시 CATHENA를 이용한 핵연료채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

 - CATHENA용 Post-Blowdown 해석모델 개발  검증해석

 - 핵연료채  연계해석체제 구축

◦ LOCA시 핵연료 채 내 열유동 상세해석(3-D) 방법론 개선

 - 검증용 Post-Blowdown 실험결과 분석

 - CFD 해석 (정상상태 실험)

수로 안 해석 

차서 개발

◦ 수로 안 해석 차서 개발

 - 수로 안 해석 차서 련 자료 조사, 분석

 - 수로 안 해석에 한 일반  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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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로 안 해석코드 체제 개선  확립

제 1   기포반응도 향을 고려한 노물리 안 해석코드 체제 개선

1. 연구 목   필요성

수로 노심은 양의 기포반응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 냉각재 상실사고(LOCA)시 노

심출력이 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핵연료와 핵연료 채 의 건 성에 한 허용기 이 

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해서는 안 계통의 성능에 한 건 성을 검증해야 하고, 그 건 성

을 확인하기 한 안 해석은 출력펄스의 수치  모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안 해석

시 보수 인 방법으로 양의 기포반응도 계수를 고려해야 하며, 이 계수에 한 정확도 평가

가 요구된다. 재 원자로 내의 운  조건과 연소도에 따른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기포반응도

에 한 오차가 잘 정의되지 않아 재의 이론 모델과 컴퓨터 코드의 검증에 문제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설계  해석에서 기포반응도 계산은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CANDU-6 (Canadian deuterium uranium) 원자로에 한 격자특

성에 하여 노물리 변수들을 계산하 다. 코드는 69군 ENDF/B-VI 라이 러리를 갖춘 

WIMSD-5B, 89군 ENDF/B-VI 라이 러리를 갖춘 WIMS-AECL(2-5d)  

POWDERPUFS-V(PPV)를 사용하 다. 의 코드를 이용해 같은 모델에 한 격자계산

을 통해 격자의 물리  변수들을 계산하고 각 코드들의 차이 을 비교 검토하 다. 

특히 냉각재 상실사고시 기포반응도 계산 체계 개선을 통한 수로 안 해석체제를 

구축하기 해 WIMSD-5B를 기반으로 수형 원자로에 합한 WIMS/CANDU코드를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에 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로 안 해석체계 구축

을 통한 기술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가. 수감속임계로(DCA)와 Nuclear Power Demonstration (NPD) Reactor 

를 이용한 안 해석용 노물리 산 코드 WIMSD-5B의 신뢰성 평가

(1) 개요

국내에는 수로 개발을 한 임계로 실험자료가 없어 본 과제에서 입수한 일본의 

수감속임계로와 캐나다의 NPD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냉각재 상실사고시 기포반응도 향

의 해석체제 개선을 한 노물리 산코드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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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수감속임계로(DCA)와 NPD에 해 WIMSD-5B와 WIMS-AECL 코드를 이용하

여 노물리 변수를 계산하여 비교 평가하 다. 비교된 노물리 변수는 무한증배계수, 유한증

배계수와 기포반응도이다.

(가) 수감속임계로(DCA)를 이용한 노물리 산코드의 신뢰성 평가

DCA는 1969년 최  임계 이후 30년간 운 되면서 일본의 Advanced Thermal 

Reactor (ATR) 개발을 한 노물리 기술개발에 기여하 다. 노심 내 성자의 거동 

악에 주안을 두고 설계되었으며,  핵연료는 3개의 환으로 구성된 28  다발로 각각의 핵

연료 다발은 압력 , 공기, 칼란드리아 에 의해 수감속재와 격리되어있다. 모의 기포재

를 사용하여 냉각재 의 기포양을 정량 으로 억제하여 기포분율을 조정하여 실험이 수

행되었다.

이 실험 자료들을 활용하여 WIMSD-5B코드와 WIMS-AECL 코드를 이용하여 격자

계산을 수행하 다. 라이 러리는 ENDF/B-VI를 사용하 고, 에 지 그룹은 두 코드의 

에 지 그룹의 경계가 일치하는 8개의 그룹으로 축약하여, 1.2 wt% enriched UO2, 1.5 

wt% endriched UO2, Natural UO2, 0.54 wt% PuO2-UO2, 0.87 wt%  PuO2-UO2, 

0.87 wt%  PuO2-UO2 (Reactor Grade)의 핵연료 6 종류에 하여 격자 계산을 하

다. 냉각재 의 기포분율은 0%, 30%, 70%, 86.7%, 100%에 따른 무한증배계수를 계

산하 고, 기포분율에 따른 기포반응도 변화를 비교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DCA에 하여 WIMSD-5B와 WIMS-AECL을 이용하여 무한증배계수와 기포반응

도 계산결과 기포분율에 따라 무한증배계수 증가하는 경향 보인다. 기포분율에 따른 기포

반응도의 계산결과 WIMS-AECL 값이 WIMSD-5B 계산 값보다 높게 측된다. 기포분

율에 따라 기포반응도의 변화가 기존에 보고된 것과는 달리 증가폭이 고 기포분율 30%

와 70%일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차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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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기포분율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 WIMSD-5B/WIMS-A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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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 기포분율에 따른 기포반응도 : WIMSD-5B/WIMS-AECL 

(나) Nuclear Power Demonstration Reactor(NPD)를 이용한 노물리 산코드

의 신뢰성 평가

캐나다 AECL에 있는 Nuclear Power Demonstration Reactor는 1962년 이후에 

운 되었으며 출력은 25 MW(e)이다. 19개로 이루어진 핵 연료 은 길이 50cm에 

Zircaloy-Clad로 싸여있으며, Natural UO2를 핵연료로 사용하 다. M.F. Duret, J. 

Griffiths, R. Bir, M.Chabrillac and R.Vidal : Plutonium Production in NPD A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Calculation, 1971, Chalk River, Ontario 

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값을 참값으로 하여 WIMSD-5B 코드의 격자 계산의 타당성 검토

하 다.

WIMSD-5B와 WIMS-AECL의 라이 러리는 ENDF/B-VI를 사용하 으며, 에 지 

그룹은 69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축약하여 계산하 다.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구성 원소들

의 Number Density를 계산하여 N235
N238

% , 1-α, N236
N238

%, N238
N239

%, N239
N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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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40
N239

%, N241
N239

%, N242
N239

% 를 계산하 다. 핵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환(A, B, 

C라 함)에 치하고 있는 연료  하나에서의 Number Density를 계산한 후 결과는 

A+B×6+C×12
19

로 평균값을 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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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연소도에 따른 수 도의 비 : WIMSD-5B 값과 실험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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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U235/Pu239
의 연료  치에 따른 수 도 : WIMSD-5B

3rd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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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U235
의 연료  치에 따른 수 도 비교

그 결과, U235
의 경우 연료 의 치에 따라 가장 안쪽에 치하는 연료 에서의 수

도가 높지만,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Pu239
의 경우에는 바깥쪽 연료 에서 수

도가 높다. 그림 2.1.5에서 보면 WIMSD-5B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과 실험값 사이

에 큰 차이가 없다. 수 도의 비를 실험값과 계산 값으로 비교했을 때 연소도가 진행됨에 

따라 상 오차가 어듦을 알 수 있다. 연료 의 치에 따라 수 도를 계산했을 때 가장 

외곽에 치한 3번째 연료 에서의 계산 값이 실험값과 가장 큰 오차를 보인다.

1st ring

2nd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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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 감속임계로(DCA)의 격자 특성 평가

(1) 개요

WIMSD-5B를 이용하여 수로 감속임계로(DCA)의 격자 특성을 평가하고 DCA 실

험 자료를 이용하여 WIMS-AECL(2-6a)코드의 검증을 수행하 다.

(2) 연구내용

(가) WIMSD-5B를 이용한 수 감속임계로(DCA)의 격자 특성 평가

1.2wt% UO2와 0.54wt%PuO2-UO2 핵연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냉각재의 기포분

율에 해, WIMSD-5B와 WIMS-AECL 코드를 사용하여 무한증배계수, 유한증배계수와 

냉각재 기포반응도를 계산하여 실험자료와 비교하 다. WIMS-AECL의 계산결과 

benoist가 transport 보다 실험 결과와 잘 맞는다. WIMSD-5B의 코드에서 사용되는 라

이 러리는 69군 보다 172군을 사용하 을 때 실험결과와 잘 맞고, 한 Pu의 반응단면

이 크므로 우라늄 핵연료보다 루토늄 핵연료가 더 큰 기포반응도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2.1.6 기포분율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그림 2.1.7 1.2wt% UO2 핵연료를 사용한 기포분율에 따른 유한증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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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0.54 wt% PuO2-UO2 핵연료를 사용한 기포분율에 따른 유한증배계수

 

그림 2.1.9 1.2wt% UO2 핵연료를 사용한 기포분율에 따른 냉각재 기포반응도

 

 그림 2.1.10  0.54 wt% PuO2-UO2 핵연료를 사용한 기포분율에 따른 냉각재 기포반응도

(나) DCA 실험 자료를 이용한 WIMS-AECL(2-6a) 코드 검증

1.2wt% UO2 핵연료에 하여 WIMS-IST와 WIMS-AECL(2-6a)코드 계산 결과 

무한증배계수는 기포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유한증배계수와 기포반응도 계산결

과 WIMS-AECL(2-6a)이 실험치(1.0)와 더 잘  맞는다.  한 2군 보다 89군 라이 러

리를 사용하 을 때 실험 결과와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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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계값과 유한증배계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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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포분율에 따른 기포반응도 

 그림 2.1.11  0.54 wt% PuO2-UO2 핵연료를 사용한 기포분율에 따른 냉각재 기포반응도

DCA 실험 자료를 이용한 WIMS-IST/RFSP와 MCNP 코드 검증결과 WIMS/RFSP

의 계산 결과 임계값이 0.66k 높게 나타난다. MCNP코드 계산 결과 정상상태와 기포상

태의 노심에서 유한증배계수가 각각 0.99901, 0.99673이며, 기포반응도는 -6.46($)로

서 이는 실험치와 비교  잘 맞는다. WIMS-IST/RFSP의 신형원자로에의 용을 하여 

DCA의 여러 가지 핵연료에 한  실험데이타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2.1.12  DCA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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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 안 해석을 한 격자 코드 WIMSD-5B의 CANDU-6에의 용성 평가

(1) 개요   

수로의 노심안 해석을 하여 격자 코드 WIMSD-5B의 CANDU-6 원자로에의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CANDU-6에 해 WIMSD-5B, 

WIMS-AECL을 사용하여 격자 계산 수행하 으며, 라이 러리는 ENDF/B-VI를 사용하

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0%, 100% 기포 생성률에 따른 무한증배계수 계산, 냉각재 

온도변화계수, 감속재 온도변화계수, 냉각재 기포반응도등을 계산하여 두 격자 코드 

WIMSD-5B와 WIMS-AECL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 

Fuel element

D2O coolant

Pressure tube
Air gap

Calandria tube

D2O moderator

Fuel element

D2O coolant

Pressure tube
Air gap

Calandria tube

D2O moderator

그림 2.1.13 CANDU-6 격자셀

(2) 모델과 계산 방법

WIMSD-5B와 WIMS-AECL을 이용하여 CANDU-6 격자에 하여 격자 계산을 수

행하 다. 격자 셀은 핵연료 , 피복재, 냉각재, 압력 , 공극(air gap), 칼란드리아 , 감

속재로 구성된다. 계산방법은 충돌 확률이론(collision probability)을 사용하 고, 라이

러리는 WIMS-AECL은 89군 ENDF/B-VI, WIMSD-5B는 69 군 ENDF/B-VI를 이용

하여 33군으로 축약하여 계산하 다. 

냉각재 기포반응도는 WIMSD-5B와 WIMS-AECL에서 냉각재의 0% void(Cool) 경우

와 100% void(Void)인 경우를 사용하여 냉각재 기포반응도를 계산하 다. 여기서 100 % 

void는 냉각재의 도가 0.807859*0.0001을 의미한다. 핵연료 온도변화계수는 

WIMSD-5B와 WIMS-AECL에서 Fuel의 Temperature를 960.16기 으로 핵연료 온도를

±100으로 조 하여 두 코드의 핵연료 온도변화계수 계산하 다. 냉각재 온도변화계수는 냉

각재 온도 560.16을 기 으로 냉각재 온도 560.16+10, 도0.807859×0.972470인 경우

와 냉각재 온도 560.16-10, 도 0.807859×1.025608인 경우를 비교하여 두 코드의 냉

각재 온도변화계수를 계산하 다. 감속재 온도변화계수는 WIMSD-5B와 WIMS-AECL에



KAERI/RR-2500/2004

- 12 -

서 감속재 온도 342.16을 기 으로 감속재 온도 342.16+10, 도 1.085089×0.993998

인 경우와 감속재 온도 342.16-10, 도 1.085089×1.005365인 경우를 비교하여 두 코

드의 감속재 온도변화계수를 계산하 다.

(3) 계산결과

• 무한증배계수 : WIMSD-5B와 WIMS-AECL의 연소도에 따른 반응도의 변화를 보

기 해 CANDU-6를 이용해 냉각재의 0% void(Cool) 상태와 100% void 상태에서의 무

한 증배 계수를 계산하 다. 0% void의 경우는 WIMS-AECL이 WIMSD-5B보다 평균 

7.7 mk 정도 높게 나타난다. WIMS-AECL이 기상태를 제외하고 연소가 진행됨에 따

라 최  9.05 mk 높게 측됨을 알 수 있다. 100% void의 경우(Void): WIMS-AECL

이 WIMSD-5B보다 평균 9.2 mk 정도 높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WIMS-AECL이 

기상태를 제외하고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최  10.19 mk 높게 측됨을 알 수 있고 이

는 두 코드의 무한 증배 계수에 한 결과가 약 1.1% 미만으로 일치함을 말한다.

• 냉각재 기포 반응도 : WIMS-AECL이 WIMSD-5B보다 최  0.0013 mk 정도 높게 

측하며 이는 11% 이내로 일치된다.

• 핵연료 온도변화계수 : 냉각상태(Cool)와 기포상태(Void)에서 WIMS-AECL이 

WIMSD-5B 보다 핵연료온도 변화계수를 높게 측하고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그 차이

는  커진다. 8 MWD/T(exit burnup)에서 약 2 μk 정도 높게 측한다.

• 냉각재 온도변화계수 : WIMS-AECL이 WIMSD-5B 보다 냉각재 온도변화계수를 

높게 측한다. 기 운 시 4 GWD/T에서 약 4.5 μk 까지 WIMS-AECL이 높게 측

하지만 연소가 진행함에 따라 그 차이는  어져 12 GWD/T에서 약 0.7 μk 정도 높

게 측된다. CANDU-6의 end region이 있는 경우와 end region이 없는 경우의 냉각재 

온도변화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Canflex-RU의 경우는 약 10GWD/T에서 end region

이 있는 경우에 drop이 있다.

• 감속재 온도변화계수 : WIMS-AECL이 기 상태에서는 WIMSD-5B 보다 약 

19.5 μk 까지 높게 측되지만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4 GWD/T에선 7 μk정도, 8 

GWD/T 에서는 8 μk정도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차이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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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WIMSD-5B, WIMS-AECL을 사용한 핵연료온도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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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WIMSD-5B, WIMS-AECL을 사용한 감속재, 냉각재 온도변화계수

라. 압력  크립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 평가 

(1) 개요

수로 압력 의 경년 열화에 따른 크립(creep)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천연우라늄 핵연료 다발 37개 이 장 된 CANDU-6 원자로 노심에 

하여 격자계산이 수행되었다. 이 압력  크립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 분석을 

한 격자 계산에는 WIMSD-5B 코드, MCNP 코드와 WIMS-AECL 코드가 사용되었

다. 

정상상태의 기본 모델과 2.5%와 5%의 압력  크립에 의해 압력  지름이 늘어난 

변형된 모델을 사용하 다. 변형된 모델은 정상상태의 모델과 비교하여 크립의 양에 

따라 압력 의 내부 반경이 증가한 것이며, 압력 의 두께는 정상상태의 압력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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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정시켜 크립의 양에 따라 정한다. 한, 변형된 모델은 정상상태와 비교하여 아

래로 처진 형태이며 MCNP 코드는 이러한 비 칭 모델을 모사할 수 있지만, 

WIMSD-5B와 WIMS-AECL은 칭  모델만 모사가능하다. 따라서 WIMS 코드의 

모델은 평균화함으로서 이를 보완하 다. MCNP 코드에서 사용한 라이 러리는 

ENDF/B-V를 사용하 으며, WIMSD-5B는 69 그룹의 ENDF/B-VI 라이 러리가 사

용되었고, WIMS-AECL은 89 그룹의 ENDF/B-VI 라이 러리가 사용되었다.

(2) 해석 모델

CANDU-6 기본모델은 Zircaloy 피복재로 둘러싸인 37개의 핀으로 이루어진 천연우

라늄 핵연료, 수 냉각재와 감속재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압력  크립에 의한 향 평가

를 해 사용된 2.5%, 5% 압력  크립에 따른 변형된 모델에 하여 압력  내부반경과 

두께, 압력  내부표면에서부터 핵연료까지의 거리이다.

       CANDU-6 격자         5% 압력  크립       WIMS/CANDU의 모델

그림 2.1.16 압력  크립 향평가를 한 CANDU-6 모델과 WIMSD-5B 코드 

계산 모델

- 압력 의 내부반경과 두께

   

2.5% 크립 5% 크립

압력 의 내부반경 5.2981225 5.427345

압력 의 두께 0.4244775 0.415155

- 압력 의 내부표면에서부터 핵연료까지의 거리

   

WIMS 코드 MCNP

2.5% 크립 0.2441225
기본모델과 

같음(0.1819)

5% 크립 0.3103450
기본모델과 

같음(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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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물리 특성 평가

수로 압력  크립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 분석을 해 CANDU-6 원자로

의 핵연료채 에 해 2차원 기본 격자모델과 압력  크립에 의한 물리  변화(직경

의 증가)를 고려한 변형된 격자모델에 해 각각 무한증배계수, 냉각재 기포반응도, 

상  출력 도(relative power density)와 Pu 동 원소의 수 도(atom density)등

을 계산하여 비교 검토하 다.

무한증배계수

WIMSD-5B, WIMS-AECL과 MCNP코드를 이용하여 냉각상태에서의 크립에 따

른 무한증배계수(kinf)를 계산하 다. WIMSD-5B, WIMS-AECL과 MCNP의 결과는 

정상상태에서의 기본모델을 기 으로 하여 크립의 양이 커짐에 따라 무한증배계수가 

조 씩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상태와 비교할 때 2.5% 크립의 경우 약 1 mk 

작게, 그리고 5% 크립의 경우 약 2 mk 작게 무한증배계수가 나타난다. 따라서 크립

이 증가함에 따라 무한증배계수의 값이 작아짐으로서 안 성에 미치는 부정 인 향

은 비교  다고 생각된다.

냉각재 기포반응도

냉각재 기포반응도는 냉각상태와 100% 기포상태(0.001 g/cm3)를 가정하여 계산

하 다. 그림 2.1.17과 그림 2.1.18에서 보는바와 같이 냉각재 기포반응도는 크립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크립이 증가함에 따라 냉각상태의 기본모델과 비

교할 때, 냉각재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향은 무한 증배계수가 100% 

기포 상태보다 냉각 상태일 때 더 낮게 나타냄으로서 크립이 증가함에 따라 냉각재 기

포반응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냉각재 기포반응도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각 코드에서의 냉각재 기포반응도

는 WIMSD-5B 코드인 경우, 2.5% 크립의 경우 1.6 mk에서 0.9 mk로, 5% 크립의 

경우 3.1 mk에서 1.2 mk로 변한다. 한 WIMS-AECL 코드의 경우 2.5% 크립일 때, 

1.4 mk에서 0.7 mk로, 5% 크립일 때 2.7 mk에서 1.2 mk로 변한다. 한 HELIOS 

코드의 결과는 2.5% 크립일 때 0.7 mk에서 1.1 mk 까지, 5% 크립일 때 1.4 mk에소 

2.4 mk 까지 변한다. MCNP 코드의 계산 결과 연소 기에 2.5% 크립일 때 약 

0.5mk 높게, 5% 크립일 때 약 1.5mk 높게 나타난다. 한편 WIMS 코드의 계산 결과

는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기포반응도의 변화가  감소하지만, HELIOS의 계산 결과는 

약 3000MWD/T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코드의 계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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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냉각재 기포반응도 변화는 5% 크립의 경우 2.5% 크립의 약 2배이며 압력  크립이 

진행 될수록 노심의 안 성에 향을 더 미칠 것으로 단된다.

상 출력 도(Relative power density)

WIMS-AECL 코드를 이용하여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각 링별 상 출력 도를 계

산하 고, HELIOS 코드의 계산결과와 비교하 다.(그림 2.1.19 그림 2.1.20) 정상상

태와 비교할 때, 압력  크립이 나타나는 경우 WIMS-AECL코드와 HELIOS의 계산 

결과는 상 출력 도의 변화가 링 1, 링 2와 링 3은 양의 값을, 링 4는 음의 값을 갖

는다. 한 HELIOS의 상 출력 도의 변화량은 WIMS-AECL 코드의 약 1/2이며, 연

소가 진행됨에 따라 상 출력 도 변화의  값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크립

의 양에 따른 상 출력 도의 변화는 5% 크립일 때 2.5% 크립의 약 두 배이다.

Pu 동 원소의 수 도(atom density)

2.5% 크립과 5% 크립인 경우와 정상상태에서의 Pu 동 원소인 Pu239, Pu240, 

Pu241
과 Pu242

의 수 도의 변화를 연소도에 따라 비교하 다.(그림 2.1.21, 그림 

2.1.22) HELIOS의 계산 결과 Pu 동 원소의 수 도 변화가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선

형 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 WIMS 코드는 Pu 동 원소 수 도의 변화가 항

상 양의 값인데 반하여 HELIOS의 경우 Pu239
에 한 결과는 연소 기를 제외하고 

음의 값이다. 이처럼  WIMS 코드와 HELIOS 코드는 다른 결과를 보이며, 은 양의 

Pu 동 원소의 증가도 안 성에 심각한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앞으

로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압력  크립에 따른 수로 노물리 변수들의 향 평가를 하여 

격자 계산을 수행하 다. WIMSD-5B 코드와 WIMS-AECL 코드, MCNP 코드를 이

용하여 냉각재 기포 반응도, 핵연료의 상 출력 도(relative fission density), 그리고 

Pu 동 원소의 수 도(atom density)등의 노물리 변수를 계산하 고 HELIOS 코드의 

결과와 비교하 다. CANDU-6 원자로 노심을 참고로 한 기본 모델과 압력  크립이 

2.5%와 5%인 경우에 한 변형된 모델에 하여 격자계산이 수행되었다. 

• 2.5% 크립과 5% 크립을 비교하면, 크립의 양이 커짐에 따라 연소도의 증가에 따른 

무한증배계수가  작아지며, 정상상태와 비교할 때 2.5% 크립의 경우 약 1 mk 작게, 

5% 크립의 경우 약 2 mk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크립이 증가함에 따라 무한증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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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선형 으로 감소하여 노심 안 성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은 음을 알 수 있다. 

• 정상상태와 비교할 때 압력  크립이 생기면 냉각재 기포반응도는  커진다. 격

자계산 결과 2.5% 크립일 때 약 1 mk에서 3 mk 까지, 5% 크립일 때 약 2 mk에서 5 

mk 까지 냉각재 기포반응도가 증가하므로 크립이 발생하는 경우, 냉각재 상실사고시 안

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 WIMS-AECL과 HELIOS 코드의 계산 결과 링 4의 상 출력 도의 변화는 음의 

값을 갖고, 링 1, 링 2와 링 3은 양의 값을 갖는다. 정상상태와 비교할 때 5% 크립이 나

타나는 경우 상 출력 도의 변화는 2.5% 크립의 경우의 약 2배이다. 

• 압력  크립에 따른 루토늄 동 원소의 수 도 변화에 한 HELIOS 코드의 결과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나, WIMS 코드의 계산결과는 HELIOS코드와 다른 양

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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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WIMSD-5B를 이용한 연소도에 

따른 기포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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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WIMS-AECL을 이용한 연소도에 

따른 기포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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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WIMSD-5B를 이용한 5% 크립에 

한 상 출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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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WIMS-AECL을 이용한 5% 크립에 

한 상 출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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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WIMSD-5B를 이용한 5% 

크립에서의 Pu 수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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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  WIMS-AECL을 이용한 5% 

크립에서의 Pu 수 도의 변화

마. 수로 안 해석용/안 검증용 노심 동특성 해석방법론  코드의 신뢰성 

평가

수로 안 해석  검증용 코드에서 기포반응도 향을 고려한 노심동특성 모델의 

신뢰도 분석  모델 개선 방법을 도출하 고, 수로 임계실험자료, 시운 /가동  노물

리 실험자료의 D/B를 구축하 다. 

(1) WIMSD-5B-RFSP체제 분석

수로 노심해석 코드시스템으로 개발된 PPV-RFSP체계가 원자로의 노령화로 인한 

보수성 확보에 충분한 여유도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른 안 해석 방법의 신뢰성 향상 필요

성과 같은 인허가 요건의 환경변화에 비하여 캐나다 AECL에서는 일 이 이를 체할 

코드체계로서 WIMS/AECL-RFSP를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개발 단계에 있는 WIMS/AECL-RFSP체계의 국내 도입은 시기와 범 에 있

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즉, 캐나다에서의 검증이 완료되는 시기가 불확실하

고, 어느 범 까지 국내사용이 허용될 것이며, 그 경우에 지불해야할 가가 무엇이며, 이

후에 계속 으로 요구되는 보수 리가 가능한지, 등등 신규 수로 건설계획이 없는 실

 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가 상된다. 참고로 재 국내사용이 허용된 

WIMS/AECL-RFSP는 실행화일로 코드의 개선을 한 근이 어려운 상태로서 이를 사

용하여 계산 는 해석한 결과에 한 검증  수정, 개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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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WIMSD/CANDU-RFSP체계는 WIMS/AECL-RFSP체계의 안으로서 효용

성이 기 된다. 

(가) WIMSD-5B의 격자설계 타당성 분석

1) DCA 격자 모델의 스펙트럼 민감도 조사

일본의 ATR 개발을 지원하기 한 DCA(Deuterium Critical Assembly)는 수감

속, 비등경수냉각 압력 형 노심의 노물리 라미터를 측정하는 임계실험로이다. 본 연구

에서는 WIMSD-5B의 격자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단자료를 생산함에 있어 

주로 핵연료집합체의 최외각 Ring의 감속재비가 성자 에 지 스펙트럼과 흡수  핵분

열 반응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므로 최 의 기하학  모델을 제공하는 일이다.

WIMSD-5B 계산 모델은 28  표  핵연료  집합체의 측정실험보고서1)를 인용하

으며, 압력 과 핵연료  집합체 사이의 냉각수 역을 최외각 핵연료 Ring에 포함시키

는 정도를 최 (최외각 Ring의 반경, R3min= 5.08677cm), 간(최외각 Ring의 반경, 

R3mid = 5.63677cm), 최소(최외각 Ring의 반경, R3max = 5.83677cm) 3종으로 구

분하여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격자의 k∞가 R3에 매우 민감하여 R3min, R3mid, R3max의 경우 

각각 1.149047, 1.189253  1.201813으로 ∆k∞/∆R3가 R3min - R3mid  R3mid 

- R3max에 해 각각 0.0723327, 0.006288 (∆k∞/mm)로서 높은 비선형 계임을 보

여 다. 한 그림 2.1.23은 3종의 격자에 한 각 Ring별 성자 에 지 스펙트럼을 도

시한 것이며, 표 2.1.1  2.1.2는 소수군 단 의 핵분열  포획반응율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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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DCA 표 격자의 핵연료집합체에서의 핵분열 반응율

               Group
1

≤10MeV

2

≤0.821MeV

3

≤5.53keV

4

≤0.625eV

Ring1

narrow 7.36E-02 4.10E-03 4.94E-02 8.73E-01

middle 7.45E-02 4.15E-03 4.88E-02 8.73E-01

broad 7.59E-02 4.19E-03 4.53E-02 8.75E-01

Ring2

narrow 6.14E-02 3.35E-03 4.21E-02 8.93E-01

middle 6.25E-02 3.39E-03 4.14E-02 8.93E-01

broad 6.40E-02 3.39E-03 3.73E-02 8.95E-01

Ring3

narrow 3.54E-02 2.00E-03 2.83E-02 9.34E-01

middle 3.77E-02 2.08E-03 2.87E-02 9.32E-01

broad 4.59E-02 2.45E-03 3.03E-02 9.21E-01

Cell

narrow 4.45E-02 2.48E-03 3.32E-02 9.20E-01

middle 4.66E-02 2.56E-03 3.34E-02 9.17E-01

broad 5.36E-02 2.87E-03 3.36E-02 9.10E-01

표 2.1.2 DCA 표 격자의 핵연료집합체에서의 성자 포획반응율

               Group
1

≤10MeV

2

≤0.821MeV

3

≤5.53keV

4

≤0.625eV

Ring1

narrow 4.06E-02 2.76E-02 1.99E-01 7.33E-01

middle 4.12E-02 2.79E-02 1.97E-01 7.34E-01

broad 4.26E-02 2.83E-02 1.85E-01 7.44E-01

Ring2

narrow 3.47E-02 2.32E-02 1.73E-01 7.69E-01

middle 3.55E-02 2.35E-02 1.71E-01 7.70E-01

broad 3.69E-02 2.35E-02 1.56E-01 7.84E-01

Ring3

narrow 2.10E-02 1.48E-02 1.23E-01 8.42E-01

middle 2.23E-02 1.53E-02 1.24E-01 8.39E-01

broad 2.71E-02 1.76E-02 1.29E-01 8.26E-01

Cell

narrow 2.40E-02 1.59E-02 1.26E-01 8.34E-01

middle 2.48E-02 1.62E-02 1.26E-01 8.33E-01

broad 2.74E-02 1.73E-02 1.22E-01 8.34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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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DCA 표 격자에서 최외각 냉각재 역 변화의 스펙트럼 향

1st Ring

2nd Ring

3rd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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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 실험로는 압력  내에 냉각재로서 경수를 사용하므로 최외각 냉각재 역을 핵

연료 Ring에 포함시키는 정도에 따라 성자 에 지 스펙트럼에 크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따라서 핵연료 집합체의 기하학  모델에서 냉각재 역의 

경계를 정하는 일은 MCNP와 같은 기하학  모텔의 향이 고려되지 않는 모델과 병행하

여 최 화하여야할 것을 권고한다.

2) CANDU 표 격자 모델의 스펙트럼 민감도 조사

CANDU 표 격자 모델의 민감도 조사를 한 WIMSD-5B 계산 모델은 37  표  

CANDU 핵연료  집합체를 인용하 으며, 압력 과 핵연료  집합체 사이의 냉각수 

역을 최외각 핵연료 Ring에 포함시키는 정도를 최 (최외각 Ring의 반경, R3min= 

3.150cm), 간(최외각 Ring의 반경, R3mid = 3.603cm), 최소(최외각 Ring의 반경, 

R3max = 4.300cm) 3종으로 구분하여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Group
1

≤ 10 MeV
2

≤ 0.821 MeV
3

≤ 5.53 keV
4

≤ 0.625 eV

Ring 1

Broad 8.18E-02 3.89E-03 2.47E-02 8.90E-01

Middle 7.77E-02 3.81E-03 2.53E-02 8.93E-01

Narrow 7.28E-02 3.69E-03 2.62E-02 8.97E-01

Ring 2

Broad 7.83E-02 3.65E-03 2.40E-02 8.94E-01

Middle 7.29E-02 3.55E-03 2.44E-02 8.99E-01

Narrow 6.68E-02 3.42E-03 2.52E-02 9.05E-01

Ring 3

Broad 6.65E-02 3.09E-03 2.23E-02 9.08E-01

Middle 6.12E-02 2.96E-03 2.25E-02 9.13E-01

Narrow 5.41E-02 2.75E-03 2.27E-02 9.20E-01

Ring 4

Broad 4.18E-02 2.11E-03 1.91E-02 9.37E-01

Middle 4.13E-02 2.09E-03 1.94E-02 9.37E-01

Narrow 4.03E-02 2.02E-03 1.99E-02 9.38E-01

Cell

Broad 5.46E-02 2.63E-03 2.08E-02 9.22E-01

Middle 5.21E-02 2.57E-03 2.11E-02 9.24E-01

Narrow 4.86E-02 2.46E-03 2.16E-02 9.27E-01

표 2.1.3 37  CANDU 표 격자의 핵연료집합체에서의 핵분열 반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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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1

≤ 10 MeV
2

≤ 0.821 MeV
3

≤ 5.53 keV
4

≤ 0.625 eV

Ring 1

Broad 4.10E-02 3.80E-02 1.18E-01 8.03E-01

Middle 3.87E-02 3.76E-02 1.21E-01 8.03E-01

Narrow 3.60E-02 3.67E-02 1.26E-01 8.02E-01

Ring 2

Broad 3.94E-02 3.58E-02 1.15E-01 8.10E-01

Middle 3.65E-02 3.52E-02 1.18E-01 8.11E-01

Narrow 3.31E-02 3.43E-02 1.22E-01 8.11E-01

Ring 3

Broad 3.37E-02 3.08E-02 1.08E-01 8.27E-01

Middle 3.09E-02 2.99E-02 1.09E-01 8.30E-01

Narrow 2.72E-02 2.82E-02 1.11E-01 8.33E-01

Ring 4

Broad 2.10E-02 2.17E-02 1.11E-01 8.46E-01

Middle 2.07E-02 2.16E-02 1.13E-01 8.45E-01

Narrow 2.02E-02 2.10E-02 1.16E-01 8.43E-01

Cell

Broad 2.65E-02 2.72E-02 1.11E-01 8.36E-01

Middle 2.53E-02 2.69E-02 1.13E-01 8.35E-01

Narrow 2.36E-02 2.61E-02 1.15E-01 8.35E-01

표 2.1.4 37  CANDU 표 격자의 핵연료집합체에서의 성자 포획반응율

이 결과를 종합하면 R3의 변화에 한 격자의 k∞가 DCA보다 덜 민감하여 R3min, 

R3mid, R3max의 경우 각각 1.110168, 1.109616  1.109884로 계산되어졌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채택한 모델은 DCA 경우와 달리 CANDU PPV 는 WIMS/AECL 모델

에서와 같이 최외각 밖의 냉각재 역을 최외각 Ring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DCA 경우와 

비교하여 결론 내릴 수 없다. 한 그림 2.1.24는 3종의 격자에 한 외각의 두 Ring별 

성자 에 지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이며, 표 2.1.3  표 2.1.4는 소수군 단 의 핵분열 

 포획반응율을 정리한 것이다. 수 냉각재 노심에 해 상한 바와 같이 격자 내의 

성자 에 지 스펙트럼, 핵분열  성자 포획반응율이 냉각재 역을 인 한 두 Ring 간

의 분할방법에 상 으로 작은 민감도를 보인다. 그러나 열 성자 역에서의 반응율 편

차를 고려할 때, 역시 상세한 기하학  모델을 이용한 검증 연구를 거쳐 최 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WIMSD/5B-RFSP 연계용 Tape16 생산

WIMS/AECL은 WIMS/D4를 CANDU형 원자로 격자해석에 합하도록 개조한 것으

로 이론에 있어서는 WIMS/D계열의 코드와 동소이하지만 수로의 에 지 스펙트럼 

특성, 가동  연료교체의 노물리  모델을 효과 으로 모사할 수 있는 3차원 수로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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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코드, RFSP와 상호연계가 용이하도록 데이터 interface로서 Tape16을 생산한다.

본 연구는 WIMSD-5B output file로부터 Tape16을 생산할 수 있는 연계 코드를 개

발하기 해 WIMSD-5B의 source file과 output file의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

터의 로그램 내의 치  상태를 고려하여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추가로 WIMSD-5B, WIMS/AECL, RFSP Tape16을 비교 정리하여 WIMSD-5B의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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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  CANDU 표 격자에서 최외각 냉각재 역차에 의한 스펙트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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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특성 라미터 합성 분석

사고해석이나 운 천이를 모사하기 해 취 되는 원자로물리 동특성 모델의 합성 

평가는 결국 지발 성자 특성자료의 신뢰성 범 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 특히 수

로 감속  냉각 원자로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지발 성자원을 갖는데, 일반 으로 핵분

열반응에서 분열된 생성핵종(270 여종)의 붕괴에 지가 최종 성자의 결합에 지 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화를 한 β-붕괴와 더불어 방출하는 지발 성자와 고에 지 즉발감마

선과 수 감속재와 (D,γ)반응을 일으킬 때 생성되는 지발 성자로 구분한다. 한편으

로 노심유효 지발 성자 특성은 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성 핵종분율, 지발 성자군 

분류  성자 분율 근사화 방법, 등과 같은 노심의 노물리  상태에 따라 변화하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유효값을 평가하는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

먼  지발 성자 특성자료의 불확실도는 총 지발 성자 생성분율 


(핵분열 반응 당 

생성 지발 성자 총량의 측정 는 라이 러리 오차를 포함)의 오차, 지발 성자의 군별 

특성 라미터(βi, λi, 등)의 평가오차, 핵종별 지발 성자의 에 지 스펙트럼의 차이, 지

발 성자 생성 분율의 측정 오차  군정수의 평가 오차, 노심 동특성 코드의 지발 

성자 모델의 정 도,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로 안 해석에 사용해온 동특

성 라미터의 타당성은 먼  이 값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지발 성자 특성자료가 어떤 것

인가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요하다. 지 까지 부분의 원자로 동특성

해석에 사용해온 지발 성자 특성자료는 1957년 G.R. Keeping2)의 유명한 논문, 

“Physics of Nuclear Reactors"에 수록된 6군 데이터와 1975  1979년에 R.J. 

Tuttle이 평가한 총 생성수율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로의 경우도 외가 아니다.

(가) 핵분열반응 당 지발 성자 총 생성분율, 


 평가

1956년 Keeing에 의해 최 로 정의된 지발 성자 유효분율 

는 성자의 에 지

와 독립 이라는 가정 아래 원자로 내의 모든 핵분열성물질에서 핵분열반응에 의해 생성

되는 총 성자수, νn와 총 지발 성자수, νd의 비로 나타내었으며, A. Filip 에 의해 입

사 성자  생성 지발 성자 에 지 스펙트럼으로 보정하 으나 유사한 조건에서 거의 

동일한 값을 갖은 것이 확인되므로 열 성자 역에서 

의 에 지 종속성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로 핵연료에 함유, 변환, 생성되는 주요 핵분열성 물질의 

지발 성자 유효분율 

를 평균 νd와 평균 νn의 비율로 정의하고 재까지 각종 연구 결

과를 종합하여 추천된 값들을 조사, 정리하 다. 표 2.1.5는 열 성자 스펙트럼 가 을 고

려한 평균 νd값들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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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열 성자 스펙트럼 가  평균 νd

235U-thermal 238U-fast 239Pu-thermal

JEF-2.2  0.01654  0.0468  0.00648

ENDF/B-VI  0.01670  0.0429  0.00645

JENDL-3.2  0.0160  0.0471  0.00622

Tuttle(1975)  0.01654±2.5%  0.0451±1.4%  0.00624±3.8%

Tuttle(1979)  0.01621±3.1%  0.0439±2.3%  0.00628±6.0%

Blachot(1990)  0.0166±3.0%  0.045±4.5%  0.00654±4.0%

D'Angelo(1990)  0.0457±3.8%

Kaneko(1988)  0.01650±1.2%  

Parish(1997)  0.0159±2.5%

Borzakov(1997)  0.00686±5%

Piksaikin(2002)  0.0461±3.9%

Sakurai et al(2002)  0.01586±1.8%  0.0456±3.6%  0.00638±3.6%

Fort et al(2002)  0.01621±1.3%  0.0469±2.4%  0.00651±1.7%

Keeping(1957)  0.0165±3.0%  0.0412±4.1%  0.0063±4.8%

 

ENDF/B-VI의 공개로 기존의 입사  지발 성자의 에 지 스펙트럼  붕괴분율

과 ENDF/B-VI 핵분열 생성물질 붕괴데이터 라이 러리를 결합하여 보다 상세한 평가모

델이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평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ENDF/B-VI 6군 지발 성자 모델이 여러 가지 실험결과를 토 로 수행한 검증 계산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 모델이 충분치 못하다거나, 1군의 붕

괴상수는 최장수명 모핵종인 
87Br의 반감기인 55.69s에 1군의 붕괴상수를 맞추어야한다

는 의견, 단수명 모핵종을 포함하는 군을 더 상세히 세분하여야한다는 주장,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로서 1990년부터 OECD/NEA가 주축이 되어 지발 성자 데이터의 종

합 인 검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하나로서 주요 핵분열성물질, 235U, 238U, 

239Pu에 한 지발 성자 총수율, νd은 열 성자로에서의 핵분열반응에 해 
235U는 

0.0162, 238U는 0.0465,  
239Pu은 0.0065로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Keeping 데이터에 비해 
235U는 -1.9%, 238U는 +12.3%, 239Pu은 +3.2% 오차를 갖는 

값으로서 특히 속 성자에 의한 
238U의 핵분열반응으로 생성되는 지발 성자 향의 오차

가 큼을 보여 다. 그러나 속 성자에 의한 
238U 핵분열반응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238U의 지발 성자 생성수율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OECD/NEA 로그램에서 νd값에 응하는 νn값을 평가하는 별도의 연구는 보고된 

바 없으므로, 열 성자 역에서 핵분열반응 당 생성 총 성자수의 평균치, νn는 

ENDF/B-VI의 라이 러리에 수록된 
235U에 해 2.4367, 238U에 해 2.5277, 239Pu에 

해 2.8789, 그리고 
240Pu  

241Pu에 해 각각 2.803과 2.9453이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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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이는 Keeping의 데이터 
235U에 해 2.432  

239Pu에 해 2.874와 비교할 때, 

모두 0.2% 정도 큰 값이므로 원자로 동특성해석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발 성자 군별 동특성 라미터, βi, λi 평가

통 으로 500여종의 핵분열생성물질 핵종 가운데서 지발 성자의 생성과 연 된 

핵종은 약 40 종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 400종에 이르는 것으로 명됨에 따라 

지 까지 사용해온 6군 지발 성자 모델에 한 재평가 연구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

되기 시작하 다. 

 Los Alamos의 W.B. Wilson와 T.R. England 에 의해 수행된 ENDF/B-VI 라이

러리를 이용한 지발 성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핵분열생성물질의 핵종별 생성분율  붕

괴상수를 이용하여 지발 성자 군별 exponential 붕괴함수 fitting에서,

 1) 군별 붕괴상수값을 고정하 을 경우(특히 
87Br의 붕괴상수값을 1군 값으로 고정), 

천이특성 모사에 있어 6군 모델이 8군 모델 보다 오히려 약간 작은 오차를 나타내며, 

 2) 군별 붕괴상수값을 고정하지 않았을 경우, 8군 모델이 6군 모델에 비해 미세한 

오차의 개선을 보이나 해석결과에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지 까지 통 으로 사용하고 있는 6군 지발 성자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S.B. Borzakov, et. al.은 
235U와 

239Pu가 열 성자 역의 핵분열반응에서 생

성되는 지발 성자의 6, 7  8군 모델을 이용하여 IBR-2 실험에서 측정한 붕괴곡선을 

모사하는 연구에서 7군 모델이 통 인 Keeping의 6군 모델과 가장 근 함을 보이지만 

신뢰성 검증에 한 언 이 없었다.

8군 지발 성자 모델에 한 연구는 G.D. Spriggs, J.M. Campbell과 V.M. 

Piksaikin, 그리고 W.B. Wilson과 T.R. England의 논문이 가장 심을 끄는 것이며 

자는 모든 핵분열성물질에 동일하게 용된 군별 붕괴상수(λi)값을 고정시킨 8군 모델로, 

처음 3군의 군별 붕괴상수를 최장수명 모핵종(87Br, 137I, 88Br)의 붕괴상수와 동일하게 선

택하 다. 후자는 ENDF/B-VI와 핵종농도 계산코드 CINDER'90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펄스 출력 이후 평형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지발 성자의 시간 변화율을 각종의 지발 성자 

군 모델에 해 모사함으로 상 인 신뢰성을 평가하 다.

2002년 OECD/NEA 로그램의 정리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된 S-C-P 모델, 즉 3 

종의 최장반감기 모핵종, 87Br, 137I  
88Br을 독립군으로 8군 지발 성자 모델을 추천하

고 있으며, 응하는 상  수율  에 지 스펙트럼도 이 기 에 따르도록 권고하 다. 표 

2.1.6은 주요 핵분열성물질 핵종에 한 S-C-P 모델의 8군 지발 성자 상 분율  붕

괴상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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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8군 지발 성자 상 분율  붕괴상수

군
붕괴상수, λi

(1/ )

핵분열성물질 핵종별 지발 성자 상 분율, βi/βeff 

235U(T) 238U(F) 239Pu(T) 241Pu(T)

1 0.0125  0.033±13.0%  0.008±16.0% 0.032±38.0% 0.011±30.0%

2 0.0283  0.154±4.0%  0.104±2.0% 0.237±14.0%  0.166±2.0%

3 0.0425  0.091±10.0%  0.038±2.0%  0.083±2.0% 0.094±12.0%

4 0.1330  0.197±12.0%  0.137±15.0% 0.182±29.0% 0.100±25.0%

5 0.2925  0.331±2.0%  0.294±4.0% 0.294±10.0% 0.382±11.0%

6 0.6665  0.090±5.0%  0.198±1.0%  0.082±2.0% 0.073±41.0%

7 1.6348  0.081±2.0%  0.128±10.0% 72±0.043.0%  0.174±7.0%

8 3.5546  0.023±41.0%  0.093±4.0%  0.018±2.0% -

- 평균반감기( )  9.03±4.0%  5.30±3.0% 10.70±10.0%  7.79±4.0%

그러나 의 W-E의 논문에서는 36종의 핵분열성물질 핵종을 상으로 통 으로 

사용해온 6군 모델과 새로 제안하는 8군 모델을 이용하여 상세한 지발 성자 생성천이를 

모사 계산한 결과, 부분의 경우 6군 모델이 시간변 를 더 정확하게 모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  6군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고정 붕괴 상수값

을 사용하는 8군 모델의 경우 6군 모델에 비해 다소 큰 오차를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고, 핵분열성물질 핵종 별로 서로 다른 붕괴상수값을 갖는 8군 모델은 부분의 

경우에 있어 6군 모델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다) 지발 성자 생성수율  붕괴상수 평가

지 까지 논의된 핵분열생성물질의 붕괴에 의한 지발 성자 생성과는 다른 경로로 

2.2 Mev 이상의 에 지를 갖는 즉발 감마선과 감속재  냉각재 수와 반응으로 방출되

는 지발 성자는 CANDU형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총 지발 성자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동특성해석 방법론 평가

지 까지  국내 CANDU 원 의 설계  안 해석에 사용된 지발 성자 데이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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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표 2.1.7과 같다. 그러나 표에 수록된 데이터는 핵연료의 평균값으로서 연소상태

에 따른 핵종별 농도분포와 핵분열반응율의 분담 정도에 의해 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

심 조건에 한 상세한 자료 없이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지 

Keeping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된 것으로 상할 뿐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 들어 노심해석에 기존의 1.5군 모델이 갖는 불확실성 범 가 보수

성 잠식을 우려하여 새로운 2군 모델로 확장, 개선하는 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을 고려한다면, 월성 2, 3, 4호기 설계  안 해석에 용한 지발 성자 특성 데이터

의 신뢰성 검증을 한  다른 요구가 추가될 것이다.

표 2.1.7 CANDU-6 지발 성자 특성  

군

월성 2, 3, 4호기 FSR 성자 포함

새 핵연료 연소도 평균 핵연료 성분 새 핵연료

지발 성자

분율(10-4)

붕괴상수

(1/ )

지발 성자

분율(10-4)

붕괴상수

(1/ )

지발 성자

분율(10-4)

붕괴상수

(1/ )

1 3.845 0.000733 2.96893 0.000614 3.808 0.0007363

2 15.269 0.031733 11.7116 0.031558 15.24 0.03174

3 13.867 0.117211 10.4054 0.121752 13.92 0.1177

4 32.612 0.312924 23.6814 0.317495 32.78 0.3139

5 10.515 1.40199 7.8663 1.389215 10.77 1.402

6 2.414 3.91243 1.9891 3.78540 2.52 3.919

계 78.521 - 58.6226 - 79.038 -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주요 핵분열성물질 핵종별 지발 성자 수율, νd의 값  불

확실도는 한 것으로 평가되나  238U의 속 성자 핵분열반응에 한 νn  νd 값은 

ENDF/B-VI를 비롯한 부분의 핵자료에  수록된 값에 비해 오차가 매우 큰 것으로 

단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 사용된  핵분열물질 핵종별 6군 지발 성자 데이터의 신

뢰성 평가는 상세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제시된 값 한 최신의 OECD/NEA 

추천값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의  신뢰성 검증을 한 심도 있는 시뮬 이션이 필

요하며,

LOCA 해석에 사용되는 지발 성자 데이터의 검증은 기의 출력 펄스를 모사하는데 

합해  야할 뿐만 아니라 장기 천이 상(사고 발생 후 20  정도) 한 한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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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면서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하며, 평형 노심에서 Pu의 핵분열반응 기여도, 

수소와 감마반응에 의한 지발 성자 효과를 정량 으로 측 가능한 모델로서, 고정붕

괴상수를 사용하는 8군 모델이 신뢰성과 편의성에 있어 상당한 이 이 있다고 단되므

로, 이를 용하는 연구를 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4) 결과

종합하면 수로 안 해석용 동특성해석 방법  모델은 지발 성자  성자 군 

특성 자료의 개발, 평가, 검증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핵분열성물질의 핵종별 지발

성자 데이터로부터 노심 유효 지발 성자 데이터를 생산하고, 원 다군 동특성방정식에 

근거한 bench mark 노심 모델을 개발하여 비선형함수형의 수치 해석  불안정성을 배제

하는 software로서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범 한 시뮬 이션을 선행하는 것

을 필요하다. 그림 2.1.24에서 단순화한 수로 지발 성자 신뢰도 분석용 

MATLAB/Simulink모델을 보여주며, 상세한 flow diagram은 각 block을 click하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노심유효 지발 성자를 확보한다

면 WIMS/RFSP/CERBERUS해석체계의 실용화 개선이 가능하다.

바. 격자코드 WIMSD-5B의 구조 분석 

(1) 개요

기포반응도 향을 고려한 안 해석용 노물리 산코드의 신뢰성 평가  체제 구축

을 하여 격자코드인 WIMSD-5B의 구조를 분석하 다.

(2) 연구내용

WIMSD-5B의 일반 인 구조와 알고리즘, 그리고 WIMSD-5B의 module과 그의 서

루틴들을 분석하고, WIMSD-5B의 구조와 계산과정에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해 CANDU-6 원 의 핵연료를 모델로 하여 성자 수송방정식을 풀기 한 2차원 충돌 

이론은 PIJ 방법을 사용할 때 필요한 서 루틴을 그의 순서도와 함께 제시하 다.

(가) WIMSD-5B의 구조

1) WIMSD-5B의 입력 데이터

WIMSD-5B의 입력 데이터는 keyword format이며, 데이터는 크게 Prelude 데이

터, Main 데이터  Edit 데이터로 나 어진다.

• Prelude data: 성자 에 지 군의 수, 역의 mesh 수와 사용되는 물질의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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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사항을 정의하는 키워드와 값들이 주어지고, ENDPRELUDE나 PREOUT으로 

끝맺는다. 

• Main data는 계산되어야할 역의 면 과 물질의 구성 성분 등 실제의 특성을 나타

내는 키워드와 값들이 주어지고 BEGIN으로 끝난다.

• Edit data는 출력 데이터에서 keff를 얻기 해 필요한 Buckling과 출력에 계되는 

옵션, 를 들어 SUPPRESS, THERMAL등의 키워드와 값들이 주어지고, BEGIN으로 

끝난다.

 

2) WIMSD-5B의 Module과 출력 데이터

WIMSD-5B는 PRELUDE와 CHAIN01부터 CHAIN09, CHAIN11부터 CHAIN16

의 16개의 module로 구성된다. 계산 구조는 PRELUDE의 서 루틴 wimsd5가 서 루

틴 wimsdm을 부르고, wimsdm은 서 루틴 prelud과 서 루틴 chain을 부르고, chain

은  ichnm(m=01,…, 09, 그리고 11,…, 16)이라는 서 루틴을 부르며 격자 계산이 수행

된다.

• PRELUD : input deck의 prelude data를 읽으며, 서 루틴 prelud, nuprel, 

prolog로 구성.

• CHAIN01 : 입력데이터의 main data(서 루틴 datag)를 읽고, library data 

storage와 부피를 계산함. 서 루틴 one, sqifc, vcalc, burnds, datag, restar, plot,  

 circle, mprei3, dsaki3, libin, craig, realin로 구성. 

• CHAIN02 : 서 루틴 two, add, adder, dip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material에 있

는 isotope 별로 온도와 number density가 계산됨

• CHAIN03 : 서 루틴 three, resint, leffe, rtifc, e3, resalt, dasque, respol로 

구성되며, pin cell의 radius, total cross section for pin cell, microscopic cross 

section for resonance isotope, resonance escape probability등이 계산됨

• CHAIN04 : multigroup 방정식의 해를 풀어 representative cell 에 한 k 

infinity와 각 library group에 한 fuel, coolant, clad와 moderator 에 한 flux등을 

계산하며, 서 루틴 four, difenr, pip1, hfs datin, thes3, qcal, ripple, solve로 구성.

• CHAIN05 : fewgroup에 하여 성자속과 cross section을 계산하고 output은 

없으며, 서 루틴 five, xsec, rare, save, gave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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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WIMSD-5B 코드의 

구조 

• CHAIN06 : DSN 방법에 의해 few group 방정식을 풀며, 서 루틴 sixhps, dsna, 

dsn,  beta, gdsn, hpsa, disc, datpr, hps, edit, fprint, gprint, mprint, multxy로 구성

• CHAIN07 : 확률 충돌이론에 의한 few group 방정식의 해를 풀어 각 역별, 

material 별, group별로  fission spectrum이 계산되며, 서 루틴 pers, pdatin, pscat, 

pqcal, pip12, psolve, pthes3, purple, pincap으로 구성

• CHAIN08 : PIJ 방법에 의한 2차원 충돌확률을 계산하며, 서 루틴 eight, pij, r1, 

v5,   r3, track으로 구성.

• CHAIN09 : (r,z) geometry에서 2차원 확률을 계산하며, 서 루틴 prizej로 구성.

• CHAIN11 : diffusion coefficient를 계산하며, 서 루틴 unsmer, tore, pcz, 

expert, athes3로 구성.

• CHAIN12 : burnup 계산을 수행하여 각 burnable material에 한 total power 

fraction, 상 출력 도, power peaking factor등을 출력하며, 서 루틴 ichn12, 

chn12, wimsbx, fc08b, ppeak, zajago, wimsb1, wimsb2, wimsb3, wimsb4, 

ingres, minip, bthes, minipd로 구성.

• CHAIN13 : 역에 따른 macroscopic cross section, 각 material의 volume, 

integrated flux, avaraged flux를 계산하며, 서 루틴 ichn13, chn13, geomet, d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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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h,   epri, sprint, farfir, bamult로 구성

• CHAIN14 : few group과 2 group으로 계산된 k-infinity와 k-effective, 

radial/axial buckling, absortion/removal/υ․fission cross section이 계산되며,  서

루틴 ichn14, chn14, endcap, rhs, leakag, p1prep,  collaps로 구성

• CHAIN15 : 각 neutron group별, mesh interval 별로 reaction rate을 계산하며,  

서 루틴 ichn15, chn15, datorg, rrprep, rprint, react, expand로 구성

• CHAIN16 : 서 루틴 ichn16,  chn16, redsig, consig, intsig, forfiv, ritsig로 

이루어짐

3) WIMSD-5B의 algoritm

라이 러리의 다군(multi-group) 성자를 단순화하고 공간에 의한 향을 고려하여 

수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을 푼다.

• Multi-group calculation : fuel은 index 1, cladding은 index 2, coolant는 

index 3, 그리고 moderator는 index 4이며, 계산에서 필요한 표 인 셀은 같은 

spectral index를 갖는 모든 물질의 부피를 합하여 pin의 수로 나 어 구해진 fuel, 

clad, coolant와 moderator로부터 만들어진다. 셀이 cluster이고 moderator가 있다면 

감속재 역은 diffusion theory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며, 냉각재와 감속재 역의 다군 

성자속은 구성 물질의 macroscopic cross section의 계산에 사용된다. Multi-group 

calculation은 표 셀의 냉각재와 감속재 역에서의 다군 성자속, k-infinity와 구성 

물질의 macroscopic cross section을 계산한다.

• Fewgroup calculation : neutron transport 방정식이 의 multi-group 

calculation에서 보다 좀더 상세한 geometry에 해 계산된다. 계산 시 성자 군의 수

는 input deck의 FEWGROUP에서 제시된 값으로 계산되며, DSN과 충돌확률(collision 

probability)이라는 두 가지 numerical method가 사용된다. 무한격자(infinite lattice)

를 구성하는 pin cell, fuel assembly를 나타내는 cluster, 는 annular 역으로 구성

된 super cell, 2D transport 방정식의 해를 갖는 fuel assembly나 super cell(PIJ), 

pin셀의 계산 시 fuel-rod의 축 방향 non uniformity를 고려한 geometry(PRIZE)와 

collision 확률이론을 이용한 셀 는 cluster의 multi-cell geometry를 다룬다.



KAERI/RR-2500/2004

- 36 -

그림 2.1.26  WIMSD-5B 코드의 계산 순서도 

• Leakage correction : input deck에서 주어진 buckling에 하여 diffusion이나 

B1 근사법을 이용, fewgroup에 하여 수정된 spectrum과 diffusion 상수를 계산한다.

• Burn-up calculation : 시간에 하여 depletion 계산이 수행되며. 성자군 각각

에 하여 다군 성자속이 계산되고, resonance correction이 수행되어 fewgroup에 

하여 유효(effective) microscopic cross section이 계산된다. 

WIMSD-5B의 구조와 계산과정에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해 CANDU-6 원

의 핵연료를 모델로 하여, PIJ 이론으로 성자 수송방정식을 풀기 해 필요한 서 루틴

들을 그의 순서도와 함께 제시하 다. WIMSD-5B 코드를 검증하기 해 계산된 여러 가

지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코드 개선에 도움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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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WIMSD-5B 코드의 개선

(1) 개요

WIMSD-5B를 기반으로 수형 원자로에 합한 코드 WIMS/CANDU를 개발하고자 

한다. Physics parameter를 계산하기 하여 WIMD-5B 코드의 계산과정시 생성되는 

역들을 실제의 형상을 모사하도록 코드를 수정하 다. 한, 공명 역의 성자군에 

해 resonance integral과 microscopic cross section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새 

방법론을 도입하 다.

(2) 연구 내용

(가) Physics parameter 계산을 한 역의 변화

WIMSD-5B 코드의 계산시 역과 역사이의 충돌확률(collision probability)과 

cross section 등을 계산하기 해 생성되는 역의 반경과 volume이 실제의 형상과 다

르다. 를 들어, CANDU-6 원자로의 핵연료에 해 가운데에 실제로 핵연료가 있는 형

상과는 다르게 WIMSD-5B는 냉각재의 은양이 가운데에 들어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다. 이는 WIMSD-5B가 다른 원자로( : SGHWR 등)에 합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실제의 형상과 유사하게 격자 계산을 하도록 WIMSD-5B 코드를 수정하 다.

다음은 CANDU-6격자의 코드 계산시 사용되는 WIMSD-5B의 격자 계산 모델과 개

선된 코드 WIMS/CANDU 에서의 격자 계산 모델이다.

 CANDU-6 격자      WIMSD-5B의 격자계산모델  WIMS/CANDU의 격자계산 모델

그림 2.1.27  CANDU-6 격자와 WIMSD-5B와 WIMS/CANDU의 격자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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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WIMSD-5B(old) WIMSD-5B(new)

radius volume material radius volume material

1 0.750 1.768 Coolant 0.431 0.584 Fuel_1

2 0.865 0.584 Fuel_1 0.610 0.584 Fuel_1

3 0.967 0.585 Fuel_1 0.652 0.167 Clad

4 0.994 0.167 Clad 0.994 1.777 Coolant

5 1.229 1.641 Coolant 1.229 1.641 Coolant

6 1.752 4.900 Coolant 1.620 3.501 Fuel_2

7 2.045 3.501 Fuel_2 1.934 3.512 Fuel_2

8 2.303 3.512 Fuel_2 2.015 0.999 Clad

9 2.371 0.999 Clad 2.370 4.900 Coolant

10 2.506 2.080 Coolant 2.506 2.079 Coolant

11 3.043 9.344 Coolant 2.917 1.003 Fuel_3

12 3.389 7.003 Fuel_3 3.278 1.024 Fuel_3

13 3.704 7.025 Fuel_3 3.337 1.998 Clad

14 3.789 1.998 Clad 3.789 9.344 Coolant

15 3.912 3.086 Coolant 3.916 3.086 Coolant

16 4.367 11.708 Coolant 4.332 10.505 Fuel_4

17 4.734 10.505 Fuel_4 4.694 10.537 Fuel_4

18 5.076 10.537 Fuel_4 4.795 2.997 Clad

19 5.169 2.997 Clad 5.169 11.708 Coolant

20 5.386 7.196 PT 5.386 7.196 PT

21 5.603 7.492 PT 5.603 7.492 PT

22 6.448 31.991 Gap 6.448 31.991 Gap

23 6.587 5.692 CT 6.587 5.692 CT

표 2.1.8 WIMSD-5B의 역 변화(수정되기 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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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WIMSD-5B WIMS-AECL

Material
radius volume radius volume

1 0.431 0.584 0.431 0.583 Fuel_1

2 0.610 0.584 0.610 0.584 Fuel_1

3 0.652 0.167 0.652 0.166 Clad

4 0.994 1.777 0.946 1.477 Coolant

5 1.229 1.641 1.195 1.673 Coolant

6 1.620 3.501 1.595 3.501 Fuel_2

7 1.934 3.512 1.913 3.512 Fuel_2

8 2.015 0.999 1.995 0.999 Clad

9 2.370 4.900 2.371 5.164 Coolant

10 2.506 2.079 2.507 2.079 Coolant

11 2.917 1.003 2.918 7.003 Fuel_3

12 3.278 1.024 3.279 7.024 Fuel_3

13 3.337 1.998 3.374 1.998 Clad

14 3.789 9.344 3.787 9.297 Coolant

15 3.916 3.086 3.914 3.068 Coolant

16 4.332 10.505 4.320 10.504 Fuel_4

17 4.694 10.537 4.692 10.537 Fuel_4

18 4.795 2.997 4.793 2.997 Clad

19 5.169 11.708 5.169 11.764 Coolant

20 5.386 7.196 5.386 7.196 PT

21 5.603 7.492 5.603 7.491 PT

22 6.448 31.991 6.448 31.991 Gap

23 6.587 5.692 6.587 5.692 CT

표 2.1.9 WIMSD-5B와 WIMS-AECL의 Geometry 비교 



KAERI/RR-2500/2004

- 40 -

수정된 결과, 각 material에 해 volume이 다시 계산되면서 diffusion coefficient, 

absorption/υ․fission cross section, radial/axial flux와 reaction rate의 계산이 변화

하고, 체 cell 에 해 flux scale factor가 변한다.

 

(나) Resonance treatment

단일 rod에 해 충돌확률(collision probability)을 계산하기 해 rational 

approximation을 사용한다. Rational approximation은 Wigner의 방법과 Carlvik의 방

법으로 크게 나 어진다. Wigner의 방법은 충돌확률을 p=x/(x+a)라고 계산한다. 여기서 

x=4Vf․Σf /Sf 이고, a=1 는 bell factor a=1.16이다. (Vf는 fuel의 volume, Σf는 fuel

의 total cross section, Sf는 fuel의 surface area이다)

Carlvik의 방법은 Wigner의 방법이 1 term series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

게 2 term series로 단일 rod의 충돌확률을 계산한다. 즉, p(u)=2x/(x+2)-x/(x+3), 여

기서 x=4Vf․Σf(u)/Sf이다.

WIMSD-5B는 Wigner의 방법으로 충돌확률을 계산하는 반면, WIMS-AECL은 

Carlvik의 방법으로 충돌 확률을 계산한다. 확률 (1-p)에 해 오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01 0 .1 1 10 100
-20

20

0

W igner(a= 1 .16)

W igner

C arlv ik

X=2r Σ

0 .01 0 .1 1 10 100
-20

20

0

W igner(a= 1 .16)

W igner

C arlv ik

X=2r Σ

0 .01 0 .1 1 10 100
-20

20

0

W igner(a= 1 .16)

W igner

C arlv ik

X=2r Σ

0 .01 0 .1 1 10 100
-20

20

0

W igner(a= 1 .16)

W igner

C arlv ik

X=2r Σ

0 .01 0 .1 1 10 100
-20

20

0

W igner(a= 1 .16)

W igner

C arlv ik

X=2r Σ

그림 2.1.28 Rational approximation 에 따른 (1-p)의 오차(%)

(r은 핵연료의 반경, Σ는 total cross section임)

따라서 더 은 오차를 보이는 Carlvik의 방법을 도입하여 resonance integral과 

microscopic cross section, resonance로 인하여 발생하는 flux depression에 한 

removal cross section의 correction factor를 계산하 다.

체 fuel assembly에 한 fuel-to-fuel collision probability P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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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1.1)

여기서  는 lethargy-dependent total cross section이다. 한편, 

intermediate resonance approximation을 사용하여 계산된 resonance integral 

의 값은 다음과 같다.

  


  

는 fuel escape cross section=1/r

r은 mean chord length in the fuel pin=4Vf․Σf /Sf

Vf는 fuel의 volume 그리고 Sf는 fuel surface area

단일 rod의 충돌확률 p와 체 assembly의 충돌확률 P와의 계는 lethargy u에 

해 다음과 같은 계가 있다.

     

  
           (식 2.1.2)



 




,       

 







여기서  는 fuel cell의 둘 ,

은 fuel의 표면에서 cell의 둘  에 도달할 확률,

는  ,

는 assembly에서 neutron이 gap을 지날 때의 first-flight non-collision 

probability,

는 fuel cell의 blackness이다.

  -  에 한 두 식2.1.1과 2.1.2를 연립하여  와  를 구한다.

 
±


 

 

  

,        

 

  


CANDU-6 핵연료에 해 가장자리의 링을 outer part, 내부의 링들을 inner part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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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부분에 하여 를 구한 후, ,를 이용하여 resonance 

integral 와 microscopic cross section을 구한다. 즉, resonance integral 와 flux 

, 그리고 microscopic cross section은 각 neutron group과 resonance nuclide에 해

  ⋅       ⋅     

   
⋅     

   

⋅     

   

 



이다.

 

(4) 결과

Physics parameter를 계산하기 하여 WIMSD-5B 코드의 계산과정 시 생성되는 

역들을 실제의 형상을 모사하도록 코드 수정하 다. 그 결과, 각 역별, 그에 따른 

material 별로 diffusion coefficients와 absorption/removal cross section, 

radial/axial flux등이 변화한다. 

각 성자군과 resonance isotope에 한 resonance integral과 microscopic 

cross section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단일 rod 해 collision probability의 근사를 

1-term으로 표시하는 기존의 WIMSD-5B에서 사용했던 Wigner의 방법에서 2-term으

로 나타내는 Carlvik의 방법으로 체하 다. 그 결과 resonance integral과 

microscopic cross section에서의 오차가 어졌다. 

3. 연구 결과 요약

• 수 감속 임계로에 해 WIMSD-5B와 WIMS-AECL을 이용하여 노물리 변수의 

계산결과와 실험자료를 비교하면, 무한증배계수와 기포반응도 계산결과 기포분율에 따라 

무한증배계수 증가하는 경향 보인다. 기포분율에 따른 기포반응도의 계산결과 

WIMS-AECL 값이 WIMSD-5B 계산 값보다 높게 측된다. 기포분율에 따라 기포반응

도의 변화가 기존에 보고된 것과는 달리 증가폭이 고 기포분율 30%와 70%일 경우에

는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에 지 그룹을 무 축약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생긴 결

과가 아닌가 의심되므로 차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NPD에 해 노물리 변수의 계산 결과와 실험값을 비교하면, 235U의 경우 연료 의 

치에 따라 가장 안쪽에 치하는 연료 에서의 수 도가 높지만,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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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239Pu의 경우에는 바깥쪽 연료 에서 수 도가 높다. WIMSD-5B 코드를 이용

하여 계산한 값과 실험값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수 도의 비를 실험값과 계산 값으로 비

교했을 때 연소도가 진행됨에 따라 상 오차가 어듦을 알 수 있다. 연료 의 치에 따

라 수 도를 계산했을 때 가장 외곽에 치한 3번째 연료 에서의 계산 값이 실험값과 가

장 큰 오차를 보인다.

• 1.2 wt% UO2와 0.54 wt% PuO2-UO2 핵연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냉각재의 기포분율에 

해, WIMSD-5B와 WIMS-AECL 코드를 사용하여 무한증배계수, 유한증배계수와 냉각재 기포

반응도를 계산하여 실험 자료와 비교하 다.  WIMS-AECL의 계산결과 benoist가 transport 보

다 실험 결과와 잘 맞는다. Pu의 반응단면 이 크므로 우라늄 핵연료보다 루토늄 핵연료가 더 큰 

기포반응도를 보인다.

• 1.2 wt% UO2 핵연료에 하여 WIMS-IST와 WIMS-AECL(2-6a)코드 계산 결

과, 무한증배계수는 기포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유한증배계수와 기포반응도 계

산결과 WIMS-AECL(2-6a)이 실험치(1.0)와 더 잘맞는다. WIMS/RFSP의 계산 결과 

임계값이 0.66k 높게 나타나고, MCNP코드 계산 결과 정상상태와 기포상태의 노심에서 

유한증배계수가 각각 0.99901, 0.99673이며, 기포반응도는 -6.46($)로서 이는 실험치

와 비교  잘 맞는다.

• WIMSD-5B와 WIMS-AECL를 사용해 냉각 상태와 기포 상태에서의 무한 증배 계

수, 냉각재 온도변화 계수, 핵연료 온도변화계수, 감속재온도변화계수를 비교한 결과,  

WIMS-AECL이 WIMSD-5B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압력  크립에 따른 수로 노물리 변수들의 향 평가를 하여 격자 계산을 수행

하 다. WIMSD-5B 코드와 WIMS-AECL 코드, MCNP 코드를 이용하여 냉각재 기포 

반응도, 핵연료의 상 출력 도(relative fission density), 그리고 Pu 동 원소의 수

도(atom density)등의 노물리 변수를 계산하 다. 2.5% 크립과 5% 크립을 비교하면, 크

립의 양이 커짐에 따라 연소도의 증가에 따른 무한증배계수가  작아지며, 정상상태와 

비교할 때 2.5% 크립의 경우 약 1mk 작게, 5% 크립의 경우 약 2mk 작게 나타난다. 따

라서 크립이 증가함에 따라 무한증배계수의 값이 선형 으로 감소하여 노심 안 성에 미

치는 부정 인 향은 음을 알 수 있다. 

• WIMSD-5B-RFSP체제 분석을 하여 DCA  격자 모델와 CANDU-6 표 격자의 

스펙트럼 민감도 조사를 통한 WIMSD-5B의 격자 설계 타당성 분석하 다. WIMSD-5B 

output file로부터 Tape16을 생산할 수 있는 연계 코드를 개발하기 해 WIMSD-5B

의 source file과 output file의 구조를 분석 WIMSD-5B-RFSP 연계용 Tape16 조

직을 개발하 다. 핵반응별 지발 성자 총 생성 분율 평가와 지발 성자 군별 동특

성 라미터 평가 수행을 통하여 동특성 라미터 합성 분석, 지발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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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군 특성 자료의 개발, 평가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노심 유효 지발 

성자의 확보를 통하여 WIMSD-5B/RFSP/CEBERUS 해석 체계의 실용화 개선 가능을 

검토하 다.

• 수형 원 에 합한 격자 코드의 개발을 하여 WIMSD-5B 코드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코드 계산 결과에 해 제기된 문제 을 해결하고, WIMSD-5B 코드를 개선하고

자 CANDU-6 원 의 핵연료를 모델로 하여, PIJ 이론으로 성자 수송방정식을 풀기

해 필요한 서 루틴들을 그의 순서도와 함께 제시하 다.

• Physics parameter를 계산하기 하여 WIMSD-5B 코드의 계산과정 시 생성되는 

역들을 실제의 형상을 모사하도록 코드 수정하 다. 그 결과 각 역별, 그에 따른 

material 별로 diffusion coefficients와 absorption/removal cross section, 

radial/axial flux와 flux scale factor 등이 변화하 다. 한 각 성자군과 resonance 

isotope에 한 resonance integral과 microscopic cross section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단일 rod 해 collision probability의 근사를 1-term으로 표시하는 기존의 

WIMSD-5B에서 사용했던 Wigner의 방법에서 2-term으로 나타내는 Carlvik의 방법으

로 체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 다.

• WIMSD-5B 코드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코드 개선을 수행하 으며, 

이는 WIMS/CANDU 코드 개발에 바탕이 되며, 기포 반응도 향을 고려한 노물리 안 해석 

코드의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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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감속재계통 3-D 열수력 안 해석모델 개선

1. 서론

원자로의 냉각재 상실 사고시 칼란드리아  근처의 감속재 과냉각도가 기  여유도 (약

28 oC) 이상이 되어야, 칼란드리아 /압력  으로 격한 열 달이 일어날 때 칼란드리

아  표면에서 막 비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사고 과도 기간  핵연료 채 의 

건 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 이 된다.

따라서,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는 감속재 온도 측을 일반

안 안(GAI95G05)로 정하여 Chalk River Lab.을 심으로 다양한 실험  이론  연

구를 수행해왔다. 캐나다에서는 감속재 산유체역학 해석 코드인 MODTURC_CLAS를 

안 해석에 용한 바 있다.[2.1,2.2]

이러한 감속재 계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칼란드리아 용기는 약 6.0 m 길이에, 최  7.6 m 지름의 운 모양의 원통형이다. 안

에는 380개의 칼란드리아 들이 축방향으로 늘어서 있고, 이 들은 칼란드리아 용기 

체 체 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추가로, 용기 안에는 수평, 수직으로 설치된, 다수의 

반응도 조  장비가 존재한다. 칼란드리아 용기 벽면과 다발 사이의 공간은 수인 감속

재가 채워지게 되며, 감속재는 양 에 치해 있는 총 8개의 노즐을 통해 들어가고 아래쪽에 

비 칭 으로 놓여있는 두개의 방출구를 통해 나가서, 열교환기를 거치는 폐쇄회로를 순환

하게 된다.[2.3]

 그러나, 칼란드리아 용기 내 감속재 유동은 주어진 기하구조 하에서 주입된 제트 운동 운

동량과 노심에서 열부하에 의한 부력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3차원 산유체

역학 계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핵연료   칼란드리아 의 손

여부를 정하기 해 사고 과도시 감속재 탱크 내 칼란드리아  인  감속재의 과냉각도

를 계산할 수 있는 3차원  CFD 과도해석 모델 개발, 개선,  용이다. 

2. 감속재 계통 해석모델의 개선

가. 해석모델의 개선

2단계(02.4-05.2)에서는 1단계(00.9-02.3)에서 개발된 수로 감속재 해석을 한 

CFD 모델을 기반으로 개선된 3차원 산유체역학 해석 모델을 개발하 으며, 각 사항에 

한 자세한 내용은 1단계 최종보고서(KAERI/RR-2243/200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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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02.4-05.2)에서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월성 2/3/4호기에 용하여 

선택된 LOCA 사고에 하여 과도해석을 1,200 까지 완료하 다.

범용 산유체역학 코드인 CFX-4.4 기반으로 개발됨

나비형 격자구조(그림 2.2.1)를 사용  

다공성 매질 내 항은 입사각 개념을 도입하여, 3차원으로 처리

도와 도 등 물성치를 온도에 따른 함수로 정의

주입구 비균일 속도 용  

새로운 격자와 채 -번들의 치 상응에 따른 과도 열부하 처리

(1) 나비형(Butterfly-shaped) 격자구조 

CANDU-6 감속재 유동해석을 한 최 의 격자구조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심 역의 다공성 매질에서 가능하면 격자를 크게 생성하여 각 셀당 고체와 

유동공간의 비가 균일하게끔 만든다.

둘째, 노심 외부의 반사체 역에서는 유동 속도가 빠르고 칼란드리아 외벽이 있으므

로 차분화 오차를 이기 해 셀의 크기를 정한 수 으로 작게 유지한다.

셋째, 감속재의 유동은 주입 노즐로부터의 제트 모멘텀 힘과 노심에서 형성된 부력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되므로 주입노즐의 도형과 주입속도 구배는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깝게 

처리한다.

따라서,  월성 2/3/4호기 감속재 해석에서는 기존의 방사형 격자구조를 지양하고 

보다 개선된 나비형 격자구조(그림 2.2.1)를 용하 다. 나비형 격자구조는 앞에 열거한 

세 가지 요건을 보다 잘 만족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나비형 격자구조는 총 4개의 블록

으로 구성되고, 총 셀의 수는 38,272개이다. 벽 근처의 셀의 YPLUS 값은 벽법칙에서 요

구되는 30~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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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나비형(Butterfly-shaped) 격자구조와 채 -번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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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공성 매질 내 3차원 항 모델 

복잡한 구조의 유동장에 한 산유체역학 해석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근사법

을 용하는 경우가 있다. 를 들면 약 380개의 다발 외부로 거슬러 흐르는 유동의 경우

를 생각해 보자. 이 같은 유동은 열교환기나 수로 감속재 유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으로 다수의 다발을 일일이 모사하지 않고 다발 역 체를 하나의 다공성 매질

로 가정하고 유동장을 해석한다. 그 이유는 하나의 원통형  주 의 유동장 해석조차 통

인 난제이고[2.6], 최신의 DNS나 LES를 용한다 할지라도 그 용 범 가 낮은 이놀즈 

수 유동에 국한되어 있고 많은 수의 격자와 계산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 수가 수백 개에 

이르는 경우 원통형 들을 일일이 모사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 의 

층류분리(laminar separation), 와류흘림(vortex shedding), 그리고 다발과 유동의 상

호작용에 의한 추가 인 난류의 생성 등 세부 상의 모사를 희생하고, 다발 역을 하나의 

다공성 매질 근사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 이다. 여기서 다발이 유동에 미치는 향은 

지배 방정식에서 기공율과 운동 방정식의 항 항의 삽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수로의 감속

재 해석에서처럼 다공성 매질 내 항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용은 보다 복잡해지

고, 각 문제에 따라 수식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수로의 감속재 해석에서 

다공성 매질 근사법을 용할 때, 비등방(anisotropic) 3차원 항모델을 개발하여 USER 

SUBROUTINE 형태로 용하 다.

우선 다공성 매질 근사법의 가정은 검사체  (control volume)과 검사표면(control 

surface)이 다공성 매질의 가공 간격에 비해 상 으로 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검사 셀(control cells)과 검사표면은 유체와 분포된 고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체  기공율(porosity)과 면  기공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체  기공율(Volume porosity) :   
f

T

Vol
Vol

γ ≡
                                             (식 2.2.1)

면  기공율(Area porosity) :      T

f
A A

A
≡γ

                         (식 2.2.2)

보존의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다공성 매질 내 연속, 운동, 그리고 에너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2.7]

( ) ( )
0A j

j

u
t x

ρ γργ ∂∂
+ =

∂ ∂                                                       (식 2.2.3)

( ) ( )A j ii

j

u uu
t x

ργργ ∂∂
+ =

∂ ∂  
ji

A e A
i j j i

uup
x x x x

γ µ γ
⎡ ⎤⎛ ⎞∂∂∂ ∂

− + +⎢ ⎥⎜ ⎟⎜ ⎟∂ ∂ ∂ ∂⎢ ⎥⎝ ⎠⎣ ⎦ B R+ −          (식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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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j
e A

j j j

u HH H Q
t x x x

ργργ
γ γ

∂ ⎛ ⎞∂ ∂ ∂
+ = Γ +⎜ ⎟⎜ ⎟∂ ∂ ∂ ∂⎝ ⎠                                                    (식 2.2.5)

다공성 매질을 통해 흐르는 유동은 유로 축소로 인한 가속과 유동 항에 의한 감속을 

동시에 경험한다. 가속은 고체 장애물의 크기와 그 분포방식에는 계없이 오로지 유로의 단

면 , 즉 기공율(γ  는 Aγ )에만 향을 받는다. 를 들어, Aγ 가 0.5인 다공성 매질로 진행

하는 유동은, 항이 없을 경우, 그 유속은 다공성 매질 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2배가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형태항력(form drag)과 마찰(frictional) 항으로 인한 감속은 유동속

도 뿐만 아니라 고체 장애물의 형태, 크기와 그 배열 방식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식 2.2.4

의 R로 표 되는 유동 항은 각각의 구체 인 경우에 따라 실험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려고 하는 상인 수로는 노심 역에 칼란드리아 이라 불리

는 사각 격자 형태로 배열된 380개의 다발을 가지고 있다. 이 다발의 

pitch-to-diameter 비는 2.183이고, 각각의  외경은 0.131 meter이다. 우리는 유동의 

항이 다발의 축-방향과 일치할 때 최소이고, 축-방향과 90o
를 이룰 때 최 가 됨을 쉽

게 유추할 수 있다. 즉, 380개의 칼란드리아 다발을 지나는 유동이 겪는 항은 비등방성

을 갖는다. 따라서, 3차원 항의 표 에 필요한 두 가지 주요한 각도 매개변수를 정의하면, 

그림 2.2.2에 나타낸 것과 같다. 입사각 φ 는 다발 축과 유동이 이루는 각도이며, θ 는 축

-방향에 수직한 평면에 투 된 유동과 다발 배열방향이 이루는 각도이다. 3차원의 수력

학  항을 히 표 하기 해, 교차유동(cross flow)에 한 항을 우선 계산하고 

입사각의 향을 추가하게 된다. 즉, 단  유동 거리 당 3차원 압력강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90

u

cross
flow

p p S
SL L

∆ ∆ ⎞ ⎛ ⎞= ⎜ ⎟⎟∆ ∆ ⎝ ⎠⎠
g

                                              (식 2.2.6)

여기서, 90

uS
S

⎛ ⎞⎜ ⎟
⎝ ⎠는 교차유동 압력강하에 한 압력강하 비이고, 이 값은 φ의 함수로 표 할 

수 있다.

우선 다발을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교차유동에 하여 살펴보자. Hadaller 등[2.8]이 

pitch-to-diameter 비가 2.16인 경우에  Reynolds 수 5,000~50,000의 범 에서 압력

강하를 연구하 다. 이때,  Re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고,

fRe s
t

V Dρ
µ

=
                                                          (식 2.2.7)

압력강하 계수(Pressure Loss Coefficient, PLC)에 한 실험식은 staggered 와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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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모두에 해 아래와 같이 표 된다.

PLC                                        (식 2.2.8)

이때, 단  유동거리 L∆ 을 Nr로 나 면 유동  열간의 거리 rowL∆ 가 된다. 그림 2.2.2(b)에

서 보이듯, θ 가 0o 는 90o
일 때 다발은 in-line 배열을 이루고 rowL∆ 는 격자피치(p)와 같

게 된다. θ 가 45o 일 때 다발은 staggered 배열을 이루고 rowL∆ 는 p / 2 가 된다. 그러므

로, rowL∆ 는 간단히 p cosθ⋅ 로 표 할 수 있다. 한 Hadaller 등[2.8]의 실험장비의 구성

으로부터,

Vfs iV uγ γ= = ∑                                                  (식 2.2.9)

따라서,

( )2
PLC
cos 2cross

flow

VP
L p

γ
ρ

θ
∆ ⎞ = ⋅⎟∆ ⋅⎠                                        (식 2.2.10)

다음 단계로 입사각 φ의 향을 고려한다. 그림 2.2.3은 입사각의 함수로 표 된 교차유

동의 경우로 표 화된 압력강하 비를 나타낸다. Khartabil 등[2.9]은 90o, 60o, 그리고 30o 

등 세 가지 다른 입사각에 한 압력강하 실험을 5,000에서 50,000까지의 Re 수 범 에서 

수행하 다. Re 수가 5,000이상의 유동에서, 압력강하 비는 이놀즈 수의 변화에 무 하다. 

그림 2.2.2는 한 Engineering Science Data Unit[2.10]이 제공하는 값도 보여주며, 그 

값은 Khartabil 등[2.9]의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들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Boltzmann Sigmoidal 식 형태의 피 (fitting) 식을 만들었다.

0φ = 일 경우, 축-방향 유동이 겪는 수력학  항은, 형태항력이 없으므로, 원형  내

부로 흐르는 유동의 마찰 항을 나타내는 통 인 상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f

는 마찰계수이다. 얻어진 축-방향 유동의 압력강하는 피 (fitting) 식에 상수로도 사용된다.

2

2
fric z

axial e

P f uP
L z D

ρ∆∆ ⎞ = =⎟∆ ∆⎠                                            (식 2.2.11)

이러한 과정을 거처 얻어진 식 2.2.6의 우변의 각 항 값으로부터 다공성 매질 내 3차원 

항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CFX-4.4 사용 시 USER SUBROUTINE으로 작성되었다. 

이 3차원 항식의 검증과 타당성 검토에 해서는 다음 에서 설명한다.

0.172
2

fs
r

P 4.54 Re
VN ρ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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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Fluid Flow

Projected Vector
onto Lateral Plane

(a) 유동벡터와 입사각 φ

Staggered Array In-Line Array

CT Tubes

θ

(b) 축에 직각한 평면에 투 한 유동 벡터

그림 2.2.2  유동 벡터와 다발 배열과 연 된 각도 매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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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 Re < 50,000)

 ESDU (Re > 3000)

그림 2.2.3  압력강하 비에 한 입사각의 향

(4) 3차원 항식의 검증과 타당성 검토

(가) 검증 (Verification)

사용된 항 실험식이 옳게 변환되어 User Subroutine에 정확히 삽입

(implementation)되었느냐를 단하기 해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차유동에 

한 검증만을 수행하 다. 그림 2.2.4(a)는 Hadaller 등[2.8]의 실험식을 도출한 실험의 

개략도이며, 심부 의 원들은 440개의 원통 을 표시한다. 4개 행의 원통 을 포함하는 

채 을 만들고 물을 흘려 그 교차유동 압력강하를 세 개의 치에서 측정하여 압력강하를 얻

었다. 이때, 실험장비의 두께는 20cm 이고, 채 의 길이는 2.0meter이다. 그림 2.2.4(b)는 

검증을 한 계산 역이다. 다발이 있는 역은 다공성 매질로 처리하 으며, 다공성 매질 

내 압력강하는 Hadaller등의 식을 사용하여 구했다.

표 2.2.1은 실험에서 얻어진 압력강하와 CFX-4.4로 측한 압력강하의 비교이다. 이 연

구에서 개발된 압력강하 모델은 이  연구의 MODTURC를 사용한 측 결과에 비해 실험값

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 다. 실험값으로부터 실험식을 도출하는데 존재하는 불확실성(표

편차 = 0.91%)을 고려할 때, 삽입된 압력강하 모델은 실제 압력강하를 잘 측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차유동에 한 압력강하 모델의 검증이 성공 으로 완료되었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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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강하 측정을 한 실험장비 (Hadaller et al. 1996)

(b) 검증을 한 계산 역

그림 2.2.4  교차유동 압력강화 계산의 검증

표 2.2.1   실험과 측의 압력강하 비

STERN

T.P. 326

STERN

T.P. 299

STERN 

T.P. 306

 Mass Flow [kg/s] 3.089 3.904 5.734

 Temp. [oC] 39.5 63.6 79.8

 Vm [m/s] 0.054 0.070 0.103

 Reynolds Number 2746 5237 9392

∆ P [Pa]

 Measurement, A 28.2 41.3 78.7

 CFX-4, B 27.6 41.2 79.3

 MODTURC 30.5 44.9 87.3

 |A-B|/A 2.13 % 0.242 % 0.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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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성 검토 (Validation)

입수 가능한 CANDU-6 감속재 해석 련 실험 자료에 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 다. 

여기에 사용된 실험 자료는 Huget 등[2.12,2.13,2.14]이 Stern Lab. 에서 수행한 2차원 

감속재 거동 실험이다. 이 실험장비는 심부의 다발, 좌우 양쪽 심선 에 설치된 쪽

으로 내뿜는 주입노즐들, 그리고 아래쪽 심부에 놓인 유체 출구 등, CANDU-6 감속재 유

동의 형 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 원통형 칼란드리아 용기의 축-방향에 수직한 단면에서는 

1/4 축 된 반면, 축-방향의 두께는 상 으로 얇고 두께방향의 geometry 변화는 없다. 다

양한 유동조건 , 심부의 부력과 주입노즐의 운동력의 비가 실제 수형 원자로의 그것과 

유사한 Nominal-Conditions Tests에 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림 2.2.5(a)는 실

험에서와 같은 geometry를 계산 역으로 한 CFX-4.4 모사 결과이다. 유동패턴은 가시화 

실험과 일치하는 "혼합형(Mixed-type)"이다. 그림 2.2.5(b)는 수직 심축에서 온도 비교

이고, 그림 2.2.5(c)는 심 0.57m 의 수평선상의 온도 비교이다.  CFX-4.4를 사용한 

재 모델은 실험 자료와 ± 2 oC 차이 내에서 온도를 측하며, 그 결과는 측정값의 경향과 잘 

일치한다.

(a) Stern Lab. 실험에 한 CFX-4.4 모사 결과

그림 2.2.5  2차원 감속재 유동 실험에 한 타당성 검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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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직 심 축(x=0.0)에서 온도비교

(c) 심에서 0.57m , 수평선상의 온도비교

그림 2.2.5  2차원 감속재 유동 실험에 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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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에 따른 수 물성치 변화 

수로에서 냉각재와 감속재로 쓰이는 수(D2O)의 물성치를 온도의 함수로 그림 2.2.6

과 그림 2.2.7에 나타내었다. 감속재의 온도분포는 45 oC~85 oC이고, 이 온도분포에서 도

는 약 75%까지, 도는 약 3%까지 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물성치 변화는 다공성 매질 

내 항에 비교  큰 향을 다. 식 2.2.10을 풀어쓰면 식 2.2.12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20.1721 4.54
cos 2

A cA c
i

i

VV DP u
L p

γγ
ρ

θ ν

−
∆ ⎛ ⎞⎞ = ⋅ ⋅ ⋅⎜ ⎟⎟∆ ⎠ ⎝ ⎠                   (식 2.2.12)

여기서, i는 칼란드리아  축에 직교하는 두 좌표축을 의미한다. 이 식으로부터 다발을 지

나는 유동의 압력강하는 온도변화에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8은 주어진 유동속

도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항) 변화를 그래 로 보여 다. 그래 로부터, 유동

이 다발을 외부로 지날 때, 냉각과정은 항을 증가시키고 가열과정은 항을 감소시킨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2.6  온도에 따른 도와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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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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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온도 변화에 따른 다공성 매질 내 교차유동의 압력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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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입구 비균일 속도 용 

1단계에서는 주입구에서 균일한 속도 벡터를 경계조건으로  반면, 이번 2단계의 감속

재 해석에는 그림 2.2.9에서처럼 비균일한 속도 경계조건을 용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보

다 정교한 속도 profile을 용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수행할 계획이다.

그림 2.2.9  2단계에서 용된 주입구 비균일 속도 벡터

나. 해석모델의 용 (월성 2/3/4 호기)

(1) 정상상태 감속재 해석

정상운 상태에서 감속재의 총 유량은 940 L/s이고, 주입노즐에서 감속재 온도는 45 

oC이다. 보수성을 유지하기 해 103%의 열부하를 가정하 으며, 열부하 분포는 노심

역에서는 출력분포를 따라 주었고 반사체 역에서는 5.9MW의 열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CFX-4.4을 이용한 103% 총 출력의 정상상태 모사결과가 속도장과 

온도분포의 형태로 그림 2.2.10에서 그림 2.2.13까지에 도시되었다. 계산은 HP-J7600 

workstation에서 이루어 졌다. 정규화된 최  mass residual과 최  enthalpy residual 

값은 각각 10-7 과 10-3 수 에 도달해, 수렴되었다고 보았다. 3차원의 속도장을 지면상

에 도시하기 해, 3개의 상수 z-평면과 1개의 상수 x-평면에서 단면도를 그렸다. 한 쪽 

끝의 튜 쉬트(tube sheet)로부터 거리가 z=1.418m인 평면(그림 2.2.10)과 z=4.582m

인 평면(그림 2.2.12)은 주입구와 배출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거리가 z=3.0m인 평면

(그림 2.2.11)은 주입구와 배출구  어느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림 2.2.13은 

x=0.3m 의 상수값을 갖는 y-z 평면상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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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한 쪽 끝의 튜 쉬트(tube sheet)로부터 거리가 z=1.418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정상상태

그림 2.2.11  한 쪽 끝의 튜 쉬트(tube sheet)로부터 거리가 z=3.0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정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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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한 쪽 끝의 튜 쉬트(tube sheet)로부터 거리가 z=4.582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정상상태

그림 2.2.13  심 축로부터 거리가 x=0.3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정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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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방향에 직교하는 단면에서 본 감속재 유동은 "혼합형(Mixed-type)"이고, 감속재

의 최 온도는 82.7 oC로서 한쪽 subshell의  귀퉁이에서 발견된다.

(2)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냉각수 상실사고 시 감속재 과도해석

감속재 과도해석을 해 “비상노심냉각을 동반한 35% 입구모  단사고”를 선정하

여, 정상상태 해석결과를 기조건으로 모든 열부하가 충분히 낮아지는 1,200 까지 과

도해석을 수행하 다. 비상노심냉각을 동반한 35% 입구모  단사고는 모든 설계기 사

고 에서 가장 높은 열부하를 감속재로 보내는 한계사고이다. 

본 LOCA 사고과도는 크게 단 후 40 까지 방출기간(Blowdown Phase)와 40  

이후의 후-방출기간(Post-Blowdown Phase)으로 나 어진다. 방출기간은 일차측의 압

력이 약 3.0MPa까지의 기간이며, 이 기간  감속재로의 열부하는 임계유로의 채 들을 

출력수 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 고 각 그룹 당 한 개의 표 채 에 하여 

CATHENA 코드를 사용하여 단일채 해석을 수행하여 얻어진다. 후-방출기간은 Zr-수

증기 반응 등을 고려하기 하여 CHAN-IIA 코드를 사용하여 임계유로와 비-임계유로 

모두를 포함한 190개 채 을 6개 그룹으로 나 고 각 그룹의 임계유로와 비임계유로 당 

한 개씩의 표 채 에 하여 단일채 해석을 수행하여 얻어진다. 그림 2.2.14는 비상노

심냉각을 동반한 35% 입구모  단사고 과도시 감속재로의 총 열부하와 열교환기에서 

제거되는 총 출력이다. 그림 2.2.14는 세 개의 둔덕을 가지고 있는데, 1  부근의 열부하 

피크는 양의 기포반응도계수에 의한 것이며 0.43의 원자로 트립에 의해 제어된다. 

20~40 에 열부하 피크군은 임계유로의 칼란드리아 /압력 (PT/CT) 에 의한 것

이며, 40  이후의 완만한 둔덕은 후-방출기간  임계유로와 비-임계유로에서 일어나는 

칼란드리아 /압력  에 의한 것이다.

감속재로의 열부하는 그 달방식에 의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감마선과 성자 

등에 의한 직 가열(direct heating)과 도와 류에 의한 열 달이 그것이다. 정상운

상태에서 감속재로의 열부하는 약 87% 가량이 직 가열 방식에 의한다. 그림 2.2.14에서 

1  부근의 출력펄스를 포함한 “B" 부분은 부분 직 가열에 의한 것인 반면, 20  이

후 나타나는 ”A"부분은 칼란드리아 /압력  에 의한 열 달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B"부분은 정상 출력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고, ”A"부분의 열부하는 각 칼란

드리아 /압력  이 일어나는 채 -번들 치에 열부하로 처리하 다.

과도계산을 같은 기종의 HP-J7600 workstation에서 정상상태 결과를 기조건으로 

하여 수행하 다. 이때, 시간 간격은 0.05 에서 0.1  사이의 값을 사용하 고, 각 시간 

간격 당 약 100번의 반복계산 후 질량 residual 목표치인 10-5
과 엔탈피 residual 목표치

인 10-3
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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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서 LOCA 출력펄스 때, 감속재 온도는 반 으로 약 1oC 정도 상승한다. 0~20

의 기간동안 PT/CT 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출력펄스 이후 20 까지 감속재 온

도는 지속 으로 감소한다. 20  이후부터는 PT/CT 의 향으로 온도와 속도장에 지

역 인 변화들을 찰할 수 있다. 그림 2.2.15 ~ 그림 2.2.18은 30 에 감속재 속도장과 

온도분포를 각 단면에서 보여 다. 정상상태 결과(그림 2.2.10~2.2.13)와 비교하여 반

인 유동패턴은 “혼합형”을 그 로 유지하나 PT/CT 이 일어나는 치에서( 를 들

면 O6 채 의 3~5번째 번들 치에서) 감속재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OCA 과도의 1000  이후까지도 유동패턴은 지역 인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 “혼합형”을 유지하는데, 이 유동패턴의 특징들은 비 칭  속도장, 한쪽 주입 노즐들 

근처의 제트-반 (jet-reversal), 그리고 노심 역에서 상 으로 낮은 유속 등이다. 

그림 2.2.19는 해당 LOCA 과도 기간  A, D, G, K, 그리고 N 채  깊이에서 최소 

과냉각도의 추이를 보여 다. 표 2.2.2에 나타나듯이 채 열의 깊이가 낮을수록(A 채  

쪽에 가까울수록) 포화비등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 A열 채  근처의 감속재 온도와 

D열 채  근처의 감속재 온도가 같다면 A열 채  근처의 과냉각도가 낮게 나타난다. 따

라서, 그림 2.2.19에서 수심이 낮은 A 는 D 채 열의 과냉각도가 일반 으로 낮게 나

타난다. 감속재 과냉각도 추이는 Collins[2.15]가 1995년 PHOENICS2 코드를 사용해 

얻은 월성 2/3/4호기의 감속재 과냉각도 추이와 유사하다.

그림 2.2.14  비상노심냉각을 동반한 35% 입구모  단사고 과도시 감속재로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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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부하와 열교환기에서 제거되는 총 출력

그림 2.2.15  한 쪽 끝의 튜 쉬트(tube sheet)로부터 거리가 z=1.418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t=30sec

그림 2.2.16  한 쪽 끝의 튜 쉬트(tube sheet)로부터 거리가 z=3.0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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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sec

그림 2.2.17  한 쪽 끝의 튜 쉬트(tube sheet)로부터 거리가 z=4.582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t=30sec

그림 2.2.18  심 축로부터 거리가 x=0.3m인 평면에서 속도장과 온도분포, t=3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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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채  깊이에서 최소 과냉각도 

(b) 선택된 5개 채  깊이

그림 2.2.19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냉각수 상실사고의 경우 선택된 채  깊이에서 과도 

과냉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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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각 채  열 깊이에서 수-정력학  압력과 포화비등온도

ROW
Saturation Pressure

[kPa]

Saturation Temperature

[oC]

A 128.89 107.67

B 131.94 108.34

C 134.98 109.00

D 138.02 109.65

E 141.07 110.30

F 144.11 110.91

G 147.15 111.53

H 150.20 112.15

J 153.24 112.73

K 156.28 113.32

L 159.33 113.90

M 162.37 114.46

N 165.41 115.02

O 168.46 115.58

P 171.50 116.12

Q 174.54 116.65

R 177.59 117.18

S 180.63 117.71

T 183.67 118.21

U 186.72 118.72

V 189.76 119.23

W 192.80 1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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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칼란드리아  표면의 막비등 생성여부 별

그림 2.2.20은 물 속에 담겨진 압력 의 표면에 막비등이 생성되는지에 한 실험결

과를 압력  온도와 물의 과냉각도를 주요 변수로 도시한 것이다. 압력 이 손된 

경우를 보수 으로 포함하면 과냉각도가 약 28 oC이상일 때, 압력  표면에 막비등은 생

성되지 않고 핵연료 채 의 건 성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19(a)으로부터 

20~40  사이에 수심이 낮은 채 열 근처의 감속재 과냉각도가 28 oC 이하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3은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  단 사고 시

에 방출기간  임계유로에서 PT/CT 에 한 CATHENA 해석결과이다. 표 2.2.4

는 방출기간 해석을 한 6그룹방식에서 각 그룹에 속하는 채 을 보여 다. 이 두 표로

부터 채  열의 수심이 깊지 않고 감속재 과냉각도가 낮아 가장 막비등 형성 가능성이 높

은 곳은 24 의 E 채  열과 30  부근의 C 채  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21과 그림 2.2.22는 각각 24 의 E 채  열과 30  부근의 C 채  열을 

포함하는 수평면 의 감속재 과냉각도 분포를 나타낸다. 표 2.2.3에서 해당 채 에서 

PT/CT 이 일어나는 치는 5~6번째 번들이고, 그 곳의 감속재 과냉각도는 28 oC 

이상임으로 막비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림 2.2.20  비등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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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  단 사고 시에 방출기간  

임계유로에서 PT/CT  결과 

Group and 

Channel 

Power [MW]

PT/CT Contact 

Time [sec]

Bundle Location

("C" to "A")

Maximum PT 

Temp. [oC] at 

Contact Time

Internal 

Pressure 

[MPa(a)] at 

Contact Time

Group 1

7.3

21.3 5 809.6 4.0

21.9 6 812.7 4.0

22.2 7 808.1 3.9

22.7 4 805.8 3.9

25.1 8 780.2 3.7

25.7 3 801.4 3.7

31.2 2 789.2 3.3

Group 2

7.0

24.1 5 802.0 3.8

25.0 6 790.8 3.7

25.1 4 797.7 3.7

26.5 7 777.4 3.6

28.0 3 794.2 3.5

24.0 2 776.3 3.2

Group 3

6.6

24.3 6 803.7 3.8

24.6 5 804.5 3.8

24.7 7 796.9 3.8

26.7 4 799.8 3.6

28.9 8 760.7 3.5

30.5 3 795.2 3.3

38.4 2 782.1 2.9

Group 4

6.0

29.6 5 793.3 3.4

30.0 6 782.2 3.4

33.8 4 779.9 3.2

37.5 3 764.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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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방출기간 단일채 해석을 한 채  그룹 분류

Group
Representing 

Power [MW]
Channel Name

1 7.3 O17, N16

2 7.0 S13, M17, O15, H15, M15, P12, L16, P16, P14

3 6.6

L20, N18, K15,N14, O13, J14, H13, L14, L18, J12, Q15, 

J16, Q13, F15, K13, G14, G12, E14, M13, R12, R14, F13, 

G16, K17, N12, E12, H17, M19, L12, S15, J18, R16, K19, 

P18, Q17, D13, O19

4 6.0
G18, T12, T14, E16, F17, D15, H19, N20, U13, C12, 

T16, J20, C14, S17, R18, Q19

5 (NO CONTACT)
B13, U15, P20, E18, D17, M21, F19, V12, K21, C16, 

G20, O21, V14, H21

6 (NO CONTACT)
W13, B15, S19, T18, R20, U17, L22, Q21, N22, A12, 

D19, V16, C18, E20, J22, A14, B17

다. 해석모델의 한계와 앞으로의 개선방향

안 해석을 한 수치해석용 도구를 사용한 결과에는 모델링 오차와 차분화 오차가 

수반된다. 수로 감속재 해석을 한 재의 산유체해석 모델에는 난류모델, 부력에 

한 Boussinesq 근사법, 그리고 노심 다발에 한 다공성 매질 근사법 등 다양한 가정

과 근사법이 사용되었다. 이들 가정과 근사법에 수반한 모델링 오차를 구하고, 격자 독립

성 평가(grid independency study)에 의해 구해지는 차분화 오차를 구하는 것이 앞으로

의 과제이다. 이러한 오차평가는 해석모델의 불확실성을 산출하는 기반이 된다.

재의 CFX-4.4에 기반을 둔 해석 모델은 순차 -풀이(segregated solver) 방식을 

용하고 있어, 감속재 유동과 같은 부력이 동반된 복잡한 도형 안에서 유동의 경우에는 

수렴 해를 얻는 것이 어렵고 많은 계산시간을 요구한다. 반면에 CFX-5.8 이상은 결합-

풀이(coupled solver) 방식을 사용함으로 보다 짧은 계산시간 내에 수렴된 해를 제공한

다. 따라서, CFX-5.8을 이용하여 그동안 긴 계산 시간으로 인해 미 져 왔던, 격자 독립

성 평가나 난류모델 는 부력 모델에 한 민감도 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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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단 후 24 에 E 채 열을 포함하는 수평면(노심 앙에서 1.854 

meter ) 상의 감속재 과냉각도 분포

그림 2.2.22  단 후 30 에 C 채 열을 포함하는 수평면(노심 앙에서 2.431 

meter ) 상의 감속재 과냉각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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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활용

CANDU-6형 원자로의 감속재 해석을 한 3차원 CFD 모델을 개발하 다. 380개의 칼

란드리아  다발은 다공성 매질 근사법을 용하여 처리하 고, 유체가 다공성 매질을 통과

할 때 겪는 비등방성 3차원 항을 실험식으로부터 개발 용하 다. 이로써, 다공성 매질 근

사법 용 시 비등방(anisotropic) 항모델의 용 를 정립하여, 보다 정확한 감속재 해석

이 가능해졌다. 개발된 모델은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그 검증  용타당성이  성공 으로 

검토(verification & validation)되었다. 

한, 개발된 모델은 LOCA 과도 동안 채 -번들 단 의 열부하를 정확한 3차원 치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 모델에서 채용한 열부하 처리 방식은 정확한 치에 최소의 오

차로 수행되며, 각각의 격자에 해 가 치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서 빠른 계산 속도를 

보장한다.

개발된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LOCA 사고시 월성 2/3/4호기의 감속재 유동에 한 

과도해석을 수행하 다. 선택된 LOCA 사고는 설계기 사고  감속재로의 열부하가 가

장 많은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  단 사고이다. 이 사고에 하여 감

속재로의 열부하가 히 어드는 1200 까지 감속재 과도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

과, 20~40  사이에 일부의 감속재 과냉각도가 28 oC 이하로 떨어지나, 그 지 에서 칼

란드리아과/압력  (PT/CT contact)이 일어나지 않음이 밝 졌다. 따라서, 선택된 

LOCA 사고 과도시 핵연료 채 의 건 성을 하는 PT/CT 과 낮은 감속재 과냉

각도의 결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CFD모델해석결과의 불

확실성에 한 평가는 modelling 오차와 차분화 오차(discretization error)의 평가를 포

함하는 추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칼란드리아 용기 내 감속재 유동의 과도해석을 해 지 까지 연구 개발된 내용을, 상

용 코드인 CFX-4.4를 기반으로 한 3차원 산유체역학 모델인  CFX4-CAMO로 제작 

 등록하 다. 이 해석모델의 궁극  목 은 사고과도  감속재의 지역  과냉각도를 

평가하기 한 것으로서, 얻어진 감속재 과냉각도는 PT/CT  온도와 더불어 칼란

드리아  표면에서 막비등이 일어나는지 별하기 한 주요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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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 의 기호설명

A   = 면  [m2]

D   =  외경 [m]

De  = 등가 직경[m]

L   = 길이 [m]

Nr  = 단  길이당 열의 개수

P   = 압력 [ N/m2 ]

P   = 피치 [pitch]

Re  = Reynolds 수

u   = 속도 성분 [m/sec]

V  = 유동 속도 [m/sec]

Vol = 부피 [m3]

γ   = 기공율

µ   = 유체 도 [kg sec/m2]

ρ   = 도 [kg/m3]

아래첨자

A  = 면

axial  = 축-방향

cross flow  = 교차유동

f   = 유체가 차지하는

fs  = 주류 (free stream)

T  = 체

t   =  (tube)

z   = z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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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로 안 해석코드 연계해석체제 개발

제 1   PC 환경에서의 계통  격납용기 열수력 안 해석

1. 연구 목   필요성

본 연구의 목 은 계통열수력 코드인 CATHENA, 단일채 해석용 CHAN-II, 그리고  

격납건물 해석 코드인 PRESCON2에 한 PC 버 을 생산하는데 있다.

월성 2/3/4호기 최종안 분석[3.1]에서 사용한 안 해석 코드들은 유닉스 운 체제

를 기반으로 한 HP 워크스테이션에서 작동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PC 로세서 성능의 

격한 발 으로 그 계산 능력이 기존의 워크스테이션 수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한 

로그램 개발 툴이나 그래픽 환경 구축 툴이 PC 도우 운 체제에서 리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유닉스 환경에 비해 상 으로 쉽게 PC 환경에서 작업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워크스테이션에서 작동하던 안 해석 코드들의 소

스 로그램을 PC 도우 체제에서 새롭게 안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 이다. 한 

PC 환경에서 안 해석 코드를 실행한다면 최근 발달한 PC 로세서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고, 수로 안 해석코드 연계해석체제 개발시 그래픽 환경 인터페이스(GUI)를 PC 

도우 단일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C 버 의 코드들을 생산하기 해 기존 월성 2/3/4호기에서 사용한 

형배 단 사고해석 방법을 열수력 해석을 심으로 검토하여 각 안 해석 분야에 필요

한 코드 체계  입력자료 들을 확보하 고, PC 도우에서 소스 로그램들을 컴 일 하

여 PC 버 의 안 해석코드 실행화일을 얻었다.

PC 버  코드들을 이용한 수로 연계해석체제에 포함될 열수력 안 해석 범 로는 

계통  단일채  해석, 그리고 격납건물 첨두압력 해석이 선정되었다.

안 해석 수행 비 단계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PC 버 의 안 해석코드를 사용하여 

PC 도우 환경에서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계산결과들[3.1]을 확인하 다. 본 연

구에서 다루는 형배  단사고 해석의 범 와 해당 코드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일 사고 해석

- 계통해석 (CATHENA)

- 단일 채  해석 (CATHENA, CHAN-II)

(2) 이  사고 해석

- ECCS가 이용불능인 경우 (CATHENA 계통해석)

- 격납건물 손상 (PRESC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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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통해석

CATHENA 코드를 이용한 계통해석을 수행하기 해 먼  수로 계통 반에 한 

nodalization이 만들어졌다.

그림 3.1.1  체 계통 해석을 한 CATHENA 노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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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에서는 정상상태에서의 단일평균채  계통모델에 한 기 계산값 들을 나

타내었다. 이들은 월성 2/3/4호기 최종안 해석 보고서에 나타난 값들과 잘 일치하고 있

다.

표 3.1.1  CATHENA 기 정상상태 계산 결과

제 1 경로 제 2 경로 제 3 경로 제 4 경로

RIH 압력 (MPa) 11.354 11.354 11.355 11.356

RIH 온도 (℃) 267.68 267.66 267.49 267.57

ROH 압력 (MPa) 10.022 10.022 10.025 10.023

ROH 온도 (℃) 310.49 310.49 310.50 310.50

펌 흡입구 압력

(MPa)
9.58 9.58 9.58 9.58

냉각재펌  압력차

(MPa)
1.802 1.802 1.801 1.802

노심 유량 (kg/s) 1897.0 1896.6 1897.3 1898.8

핵연료/펌

출력 (MW)
527.875/15.95 527.875/15.95 527.875/15.95 527.875/15.95

SG 이차측으로의

열 달 (MW)
532.116 531.172 531.526 531.002

가압기 수  (m) 12.475

증기드럼 압력

(MPa)
4.69 4.69 4.69 4.69

증기드럼 온도

(℃)
260.0 260.0 260.0 260.0

총 증기 유량

(kg/s)
266.13 264.85 264.89 265.51

주 수 온도

(℃)
186.03 186.03 186.03 1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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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에서는 RIH 35% 단 이후 각 회로내의 압력강하 추이와 단회로에서의 

노심냉각계통 작동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  RIH 35% 단 이후 일차열수송 계통내 압력 강하  노심냉각계통 작동

냉각재 단 사고시 단류와 냉각재 펌 에 의한 순환류의 평형여부에 따라서 핵연

료 온도 상승 정도가 차이가 난다. 만일 단류와 순환류가 평형을 이룬다면 채 내의 유

동 정체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냉각재에 의한 핵연료 냉각능력이 하되어서 핵연료 온도 

상승이 발된다. 핵연료 냉각이 가장 둔화되는 경우의 단 크기는 임계 단 크기라 한

다. 이에 해 RIH의 단크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채 내 유동정체가 장기간 계속되어 핵

연료 온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는 경우를 결정하 다. 그림 3.1.3에는 다양한 단 크기에 

한 채 내 유동 변화를 나타내었다. RIH 35% 단인 경우 유동정체가 가장 오래 유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4에서는 이와 련하여 RIH 35% 경우에 핵연료 온도 상

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안 해석 결과들과 잘 일치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확보한 코드  입력자료들이 계통해석에 유효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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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단 크기에 따른 채 내 유동량의 변화

그림 3.1.4  단 크기에 따른 핵연료 온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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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일채  해석

가. Blowdown 채  모델

임계열유속비가 가장 큰 O6 채 이 가장 큰 출력 그룹의 표 채 이 된다. 

CATGEN 유틸리티 로그램[3-2, 3]을 이용, 이와 련된 CATHENA 핵연료채  모

델, 종단이음  모델, 그리고 피터 모델들의 기하학 인 자료들을 구성하여 입출구 헤더 

사이의 단일 채 에 한 CATHENA 입력 일을 작성한다.

(1) 헤더 경계조건

압력, 엔탈피, 그리고 기공율과 같은 헤더에서의 열수력 경계조건들은 CATHENA 

MOD3.5b/Rev.1 코드의 체 계통해석으로부터 얻는다. 그림 3.1.5은 RIH 35% 단에 

한 임계 유로에서의 입구헤더 압력과 기체 엔탈피의 거동을 보여 다.

그림 3.1.5  체 계통 해석으로부터의 헤더 경계조건 (임계경로: RIH 35% 단)

(2) 원자로 출력 거동

노물리 계산으로부터 원자로 출력 변화를 제공받아서 CATHENA 입력 일에서 읽어

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일을 만든다. 채 의 축방향  반경방향의 분포는 열 달 패키

지의 핵연료 입력 자료에 주어진다.

(3) 수력학  모델

CATHENA 종속 채  모델인 O6 에서는 총 20개의 이  component가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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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입구 헤더, 입구종단이음, 핵연료 채 , 출구종단이음, 그리고 출구 헤더 등이 

속해 있다. 수력학 인 모델의 체 노드화를 그림 3.1.6에 나타내었다. 피더의 노드수는 

각 채 의 공간 인 배치와 연결부 의 단면 에 따라 선택된다.

그림 3.1.6  CATHENA 종속 모델의 노드화

(4) 핵연료 입력 자료

입출구 피더는 여러 개의 노드로 나 어져 있고 핵연료 채 은 각 다발의 수에 맞게 

12개의 노드로 나 어져 있다. 핵연료 다발은 4개의 링으로 그룹화되었는데 

(37-ROD-10), 각각의 출력 분포에 따라 심 핵연료 , 안쪽, 간, 바깥쪽 링으로 분리

된다[3-4, 5].

각각의 핵연료 은 반경방향으로 4개의 역으로 나 어진다: 핵연료 소결체, 간극, 

Zircaloy 피복 , 그리고 산화막 등이다. 핵연료  모델은 각 4 역에 해  다시 반경

방향의 mesh 들로 세분화 되어있다. 핵연료 사이의 복사열, 핵연료 과 압력 , 그리고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이에는 복사열 달 모델이 있다. 따라서 상호 복사열 달이 되

는 고체면 들을 지정하는 view factor matrix가 matrix 유틸리티 로그램에 의해 생성

된다. 성층화된 핵연료 채 에서 냉각수에 잠긴 부분과 잠기지 않은 부분에 한 기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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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치를 나타내는 α
wet
과 α

dry
 값들은 bundle 유틸리티 로그램에 의해서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의 그룹화를 좀더 세 하게 한 모델도 고려하여 그룹화에 의

한 향을 조사하 다. 상세 핵연료 모델은 바깥 링의 상부 핵연료 을 분리해서 모델링

하 다. 이 핵연료 은 bearing pad와 압력 사이의 에 의한 열 달을 모사하기 

한 것이다. 나머지 핵연료 은 각각 2개의 sector로 나 어서 복사면 안쪽과 바깥쪽을 구

분하 다. 그밖에 압력 과 칼란드리아 의 sector도 5개에서 16로 세분화 하 다. 그림 

3.1.7은 37-ROD-10 모델과 상세 모델의 단면 을 보여 다.

                   

(a) 37-ROD-10 (b) Detailed model

그림 3.1.7  핵연료 채 의 단면에서 본 핵연료 의 그룹화 (O6 채 )

O6 채 의 출력과 다발 최고 출력 ( 6, 7 번째 다발)은 각각 최  허용 운 치인 7.3 

MW와 935 kW으로 정규화되었다. 모든 다발은 루토늄 첨두시기에 해당하는 연소도에

서의 반경 방향 출력 분포 (각 링별 출력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나. Post-blowdown CHAN-II/A MOD2.0 모델

Post-blowdown 해석에서는 핵연료  온도, 압력  온도, 그리고 압력  변형으로 

인한 압력 /칼란드리아  으로부터의 감속재 열부하를 계산한다. CHAN-II/A 

MOD2.0 코드는 블로우다운 이후의 Post-blowdown 해석에 사용된다.

CHAN 코드는 CATHENA 종속 모델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노드와 기하학  조건의 

단일 핵연료채 을 모델링한다. 12개의 노드로써 각각 12개의 다발을 모사하고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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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압력 , 칼란드리아  등은 동심원형태의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압력  변형에 

따라   비  역으로 나 어진다.

장기 인 증기 유속 조건하에서 CHAN 코드는 핵연료 채 에서의 열수력  화학

반응을 모사한다. 이 코드는 증기유량의 민감도, Zircaloy와 증기 반응, 그리고 복사열

달을 평가하고 Zircaloy와 증기 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수소량도 계산한다. 증기유량 민

감도 분석을 해서 증기 입구 온도  유량이 각 case 별로 주어진다.

CHAN 코드 모델에 입력되는 자료에서 가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이의  열 달계수는 sagging의 경우 6.5 kW/ m2K, 

ballooning의 경우 11 kW/ m2K 이다.

• 감속재의 온도는 66℃이다.

• Zircaloy/증기 반응을 모사하기 해서 Urbanic & Heidrick 상 식을 사용한다.

다. 핵연료 채  해석 결과

(1) Blowdown 해석 결과

그림 3.1.8과 3.1.9는 각각 RIH 35% 단과 ROH 100% 단의 경우에 해서, O6 

채  6번째 다발에서의 핵연료  압력  온도를 나타낸다.

Blowdown 계산동안에 핵연료 첨두 온도에 한 핵연료 의 그룹화의 향은 나타나

지 않는다. 따라서 10개로 그룹화된 핵연료 모델이 Blowdown 해석에 충분하다고 단

이 된다.

압력 과 칼란드리아 의 은 RIH 35% 단의 경우에 나타난다. PT/CT 이 

일어나는 다발에서의 핵연료  온도는 이후 온도가 격히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으로 인해 차가운 압력 쪽으로 열 달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PT/CT 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ROH 100% 단의 경우에는 압력 의 온도가 지속 으로 상승하

고 이후 핵연료 가열기간에서도 상승률이 RIH 35%의 경우 보다 더 높다. 따라서 RIH 

35% 단의 경우는 Blowdown 기간동안 임계 경로에서 PT/CT 이 활발히 일어나

는 단사고들의 표 인 경우가 되고 이에 한 CHAN 코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ECCS 주입이 되지 않는 ROH 100% 단 사고에서 Blowdown 시기동안  PT/CT 

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채 유로 정방향으로 낮은 유동이 형성되고 감압이 빠르게 진행

되기 때문이다. RIH 35% 단에서는 ROH 100% 단의 경우보다 유동 정체가 심하고 

감압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로우다운 시기에 압력 내의 온도와 압력이 높다. 이는 

ballooning에 의한 PT/CT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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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7-ROD-10 (b) 상세 모델

그림 3.1.8  RIH 35% 단시 임계 경로에서의 핵연료  압력  

온도 (Bundle 6, O6 채 )  

(a) 37-ROD-10 (b) 상세 모델

그림 3.1.9  ROH 100% 단시 임계 경로에서의 핵연료  압력  

온도 (Bundle 6, O6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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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로우다운 종료 시

CATHENA 계산은 100 동안 이루어졌지만 블로우다운 종료 시 은 40 로 가정

되었다. 그림 3.1.10에서 볼 수 있듯이 단 이후 약 40 에는 입출력 헤더에서의 기공

율은 거의 1.0에 가까워진다. 이 시 부터 임계 경로의 채 은 냉각재가 완 히 방출되어 

낮은 증기의 유량만 형성되는 조건하에 놓이게 된다.

(a) 35% RIH 단 (b) 100% ROH 단

그림 3.1.10  임계 회로 입출구 헤더에서의 기공율 (LO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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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blowdown 해석 결과

표 3.1.2는 블로우다운 종료시 에서 CATHENA에 의해 계산된 O6 채 의 상세한 

정보를 나타낸다. 이 정보들은 CHAN 코드 계산[3-6]의 기 조건으로 입력되어진다. 

여기에는 각 링  다발에서의 핵연료 체 평균온도, 각 다발에서의 압력  온도  변형

율 등이 포함된다.

표 3.1.2  7.3 MW 채 의 축방향 온도  압력과 변형율 분포 (RIH 35% 단, 

LO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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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은 RIH 35% 단 사고에서 CHAN 코드로 계산한 핵연료 의 링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반경방향으로 각 핵연료 링의 온도 분포를 보여 다. 복사열

달과 PT/CT  열 달에 의해서 차가운 감속재로 열이 빠져 나감으로 해서 압력  근

처의 핵연료 이 심 핵연료  보다 더 냉각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1.8과 3.1.9에서는 심 핵연료 의 온도가 외곽의 핵연료  온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Blowdown 에서는 압력 으로의 열 달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링별 출력 분포

에 의해 핵연료 의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림 3.1.11  각 링별 평균 핵연료  온도 (RIH 35% 단, LO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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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blowdown 계산 능력을 검증하기 해서 월성 2/3/4호기 최종안 성분석에서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증기유량 조건, 즉 0, 5, 8, 10, 20, 그리고 100 g/s 에 

해서 심 핵연료 의 온도 계산결과 값들을 비교하 다. 여기서는 체 다발 에서 가

장 높은 핵연료  온도를 나타내는 다발을 표시하 고 그래 는 이들 다발로부터 얻은 핵

연료 온도 값이다.

PC 버 의 CHAN 코드 계산에서도 기존의 안 해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기유량 

민감도 분석을 통해 류열 달을 이면서 Zircaloy/steam 반응을 증가시켜서 핵연료

의 온도를 극 화할 수 있는 증기 유량을 찾을 수 있었다 (8 g/s).

따라서 CATHENA 코드가 측하는 핵연료  온도는 같은 조건의 CHAN 코드 상

치보다 낮고 Zircaloy/steam 반응에 의한 핵연료 의 가열을 잘 모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2  다양한 증기유량 조건에서의 최  핵연료 온도의 비교

(RIH 35% 단, LO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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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은 Blowdown 과 Post-blowdown 시기 동안 O6 단일 채 에서 감속재

로의 열부하 계산 결과를 보여 다. 열부하의 거동에서 스 이크가 보이는 것은 PT/CT 

이 각기 다른 시간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O6 단일 

채 에서 감속재로의 열부하 계산 과정을 다른 출력 그룹의 표 채 에도 같이 용하

여 합산해 나가면 체 노심에서 한 감속재 열부하 거동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감속재 해석의 입력 자료로 활용된다.

(a) CATHENA (Blowdown)
    (b) CHAN 

(Post-blowdown))

그림 3.1.13  핵연료 채 에서 감속재로의 열부하 계산

(RIH 35% 단, LO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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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 건물 내 첨두압력 해석

격납건물 손상을 동반한 100% 원자로출구모  단에 해서 격납건물 첨두압력을 

계산하 다. 격납건물 손상의 가정은 다음 2가지이다.

(1) 살수계통 완  상실

(2) 국부공기냉각기 완 상실

격납건물 압력반응 분석[3-7]은 PC 버 의 PRESCON2-Ver 0.610을 사용하여 모

사하 다. 격납건물로의 질량  에 지(엔탈피) 방출은 장기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시까지

는 CATHENA 계통 모사에 의해 생성한다.

그림 3.1.14는 살수계통 완  상실  국부공기냉각기 완 상실에 해서 격납건물 

압력 과도상태를 나타낸다. 살수계통 완  상실의 경우에는 첨두 압력 108.4 kPa(g)이 

33 에 발생하고 (FSAR: 109 kPa, 33 ) 국부공기냉각기 완 상실의 경우에는 83.7 

kPa(g)이 26 에 발생한다 (FSAR: 84 kPa). 따라서, 이 결과들은 최종안 해석의 결과

를 그 로 재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첨두 압력이 124 kPa(g)의 설계 압력보다 

낮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다. 한 국부공기냉각기 완 상실의 여부는 첨두압력 상승에 

거의 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에 비해 살수 계통 완 상실의 경우가 첨두압력에 상

으로 큰 향을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14  ROH 100% 단사고에서의 격납용기 첨두 압력 해석결과



KAERI/RR-2500/2004

- 91 -

5. 결론  요약

• 안 해석 수행 비 단계로 단일 고장  이  고장 사고와 련된 코드와 코드 입

력자료 들을 확보하 고, PC 도우에서 소스 로그램들을 컴 일하여 계통열수력 코드

인 CATHENA 와  격납건물 해석 코드인 PRESCON2에 한 PC 버 을 생산하 다.

• 본 연구의 범 에 필요한 코드 체계  입력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안 해석 결과들을 재생산하여 기존 안 해석보고서의 결과들을 확인하 다.

   - PC 버 의 CATHENA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로 입구모 단 사고 해석을 수행하

다. 핵연료 온도상승이 가장 크게 하는 임계 단 크기를 확인하기 해 입구모  

단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계통해석을 반복하 다. 그 결과, RIH 35% 단인 경

우 유동정체가 가장 오래 유지되어 핵연료 온도 상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안 해석 결과들과 잘 일치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확보한 

PC 번 의 CATHENA 코드  입력 자료들이 계통해석에 유효함을 확인해주었다.

 

   - PC 버 의 PRESCON2-Ver 0.610 코드를 이용하여 격납건물 손상을 동반한 

100% 원자로출구모  단에 해서 격납건물 첨두압력을 계산하 다. 국부공기냉

각기 완 상실의 여부는 첨두압력 상승에 거의 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에 비해 살

수 계통 완 상실의 경우가 첨두압력에 상 으로 큰 향을 을 알 수 있었다.

• 단일채 해석에서는 블로우다운 종료 이 (Blowdown)과 이후(Post-blowdown) 

계산들을, 각각 CATHENA 코드와 CHAN-II 코드로 수행하 다.

   - RIH 35% 단에서는 PT/CT 이 발생하지만 ROH 100% 단에서는 발생하

지 않음을 확인하 다.

   - 37ROD-10 핵연료  모델과 상세 모델간의 핵연료  그룹화의 차이는 기 블로

우다운 시기의 핵연료  온도 거동에 향을 주지 않는다.

   - CHAN 코드에 의한 증기유량의 민감도 분석에서 핵연료 의 온도를 극 화시키는 

증기유량은 8 g/s임을 확인하 다.

• 본 연구에서 계산 능력이 확인된 PC 버 의 CATHENA 와 PRESCON2 코드들은 

수로안 해석 연계해석 체제에서 구동되는 안 해석코드로 활용되었다. 한  단일 채

해석 결과는 감속재 3차원 해석시 필요한 감속재로의 열부하 데이터 입력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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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계통  격납용기 열수력 안 해석 체제 개발(CANVAS)

1. 연구 목   필요성

1988년 CATHENA 코드가 개발한 이후 CATHENA 코드는 국내 수로 안  해석 

분야에서 열수송 계통 해석을 담당해 왔다. 이와 함께 격납건물 해석 코드로 PRESCON, 

PRESCON2가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 의해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다. 일반 으로 격납건물의 과도상태를 해석하기 해서는 CATHENA 코드 등에 의해 

열수송 계통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PRESCON2 코드 한 격납건물 내 온도, 압력 거

동 해석을 하여 열수송 계통으로부터의 엔탈피 유량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격납 건

물 해석 코드는 이처럼 열수송 계통 해석 코드와 불가분의 계에 있지만 재까지의 

수로 분야의 열수송 계통 해석 코드와 격납건물 해석 코드는 이원화 되어 사용되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원화로 인한 시간 , 인  낭비를 이기 하여 계통 열수력 코드와 

격납건물 해석 코드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통합 시스템 개

발은 최근 안 해석 코드의 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도

입하여 구축함으로써 코드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시스템

의 이름은 CANVAS(CANDU Visual Analysis System)라 명명하 다.

2. 연구 내용

가. 수로 안 해석코드 조사  분석

(1) CATHENA

(가) 개요

CATHENA(Canadian Algorithm for Thermalhydraulic Network Analysis) 

산코드는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 의해 WNRE(Whiteshell 

Nuclear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개발된 코드로써, CANDU 원자로에서 가상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사고 시 발생하는 상해석을 한 일차원 2유체의 

열수력 코드이다.

CATHENA 코드는 CANDU형 원자로의 가상 LOCA 사고시의 사건 개를 해석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으나 실험 설비로부터 소형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 의 열수

력 상을 해석하는데 성공 으로 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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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NA 코드는 2상 유동을 1차원, 2유체, 비평형으로 모사하는 수력학  모델을 

사용하 고, 기체와 액체 각각에 한 질량, 운동량, 에 지 방정식과 유동형태에 따른 상

경계  각상과 벽면에서의 질량, 운동량, 에 지 달에 한 보조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기체상의 방정식에는 비응축성 기체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D 2O, H 2O 기타 

비응축성 기체( N 2
, H 2

 등)의 열  물리  성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열 달 모델에는 벽

체(핵연료) 반경 방향  이차원(반경  방 각 방향) 열 도, Zr-물과의 반응열, 복사 

열 달, 벽과 벽의  열 달, 벽과 유체간의 열 달 모델 등이 있으며, CANDU형 원

자로의 수평 핵연료의 유로 내에서 성층유동 동안 열 달 상을 모델링 할 수 있다. 한 

CATHENA 코드는 일반 인 망 구성(network)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압기, 유로면

변화, 밸 , 오리피스, 성자 운동, 습분 분리기, 축압 탱크, 열 방출/흡입 등을 모사

하는 기본 인 열수력계통에 한 부품모델을 갖추고 있다.

(나) CATHENA 코드의 이용과 범

CATHENA 코드는 CANDU 원자로에서의 열수력 사고해석 특히 냉각재 상실사고

(LOCA) 시 발생하는 열수력 상을 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코드의 개발은 CANDU 

원자로의 범 한 열수력 해석에 일차 인 목 을 두지만 일반성을 가지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열수력 거동에 용할 수도 있도록 하 다. CATHENA 코드는 물리

 상 모델을 이용한 최 평가코드로 간주할 수 있다.

안 성 분석에서 CATHENA 코드는 여러 다른 코드들과 상호 연계를 가지며 사고해

석에 사용되고 있다.  CANDU의 사고해석은 한 가지 사고에 해서 각각의 상 혹은 해

석 단계를 보수 으로 처리해왔던 종래 PWR 사고해석 방법과는 달리 사고발생부터 선량

계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고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CATHENA 코드는 계통 반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해 수행된다. CATHENA 코

드는 노심 열출력과 정지신호 등을 입력받아 핵연료 건 성과 핵연료 채  건 성 그리고 

감속재 계통과 격납건물의 해석의 입력 자료를 생산한다.

(다) PC용으로 개발된 CATHENA 코드 검증

기존의 CATHENA 코드는 Workstation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GUI System을 

구 하는 데 Workstation 사양이나 version에 따른 호환성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해서 연계 시스템 구 작업에 앞서 1 에 기

술한 바와 같이 CATHENA 코드를 PC 환경에 맞게 수정하 다. 개발된 코드를 검증하기 

해서 월성 2,3.4호기 입구모  35% 단사고에 해 FSAR와 HP-Workstation에서 

계산한 결과를 PC용으로 개발된 CATHENA 코드와 비교 검증하 다. 계산에 사용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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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조건은 표 3.2.1과 같으며, 한 입구모  35% 단사고에 한 사건 개는 표 

3.2.2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CANDU 원자로 system에 한 nodalization과 비상노

심냉각계통에 한 nodalization은 그림 3.2.1과 3.2.2에 각각 있다.

단방출 유량  엔탈피는 그림 3.2.3와 3.2.4에 나타나있다. 단 발생 후에 단 

입구모 (IHD8) 압력은 속하게 감소되고 다른 모  압력도 곧 감소한다(그림 3.2.5, 

3.2.6, 3.2.7). 핵연료 채  내 기포화는 원자로 출력을 증가시키고 원자로는 고출력 증가

율 신호(두번째 트립)에 의해 단 후 즉시(0.43sec) 트립된다. 원자로 압력이 냉각재 상

실사고  회로격리 신호 이하로 감소되면, 고압 비상노심냉각수(HPECC) 주입밸 가 개

방되기 시작하고 회로 격리밸 가 닫히기 시작한다. 회로격리 신호발생 20  후에 단회

로는 비 단 회로와 격리된다. 냉각재 상실사고 신호발생 30  후에 증기발생기 랭이 

시작된다. 단회로가 고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압력 이하로 감소될 때, 고압 비상노심냉

각수는 단회로로 주입되기 시작한다(그림 3.2.8). 

사고 직후에 단력과 펌 수두가 균형을 이룰 때 짧은 기간 동안의 유동정체가 단

하류 채 (채 4 노심)에서 발생한다. 결과 으로 핵연료와 압력 은 가열된다. 계속되는 

펌 수두의 변화로 인하여 유동정체가 끝난 후에 핵연료 온도는 감소한다. 62 경에 비상

노심냉각수의 주입유량이 단 방출유량을 과하여 단회로는 재충수되기 시작한다(그

림 3.2.9). 단력과 하되기 이 의 펌 수두 때문에 단상류의 채 (채 3 노심)은 

주입 이 에도 잘 냉각되고 단지 약간의 가열만이 견된다. 주입이 시작된 후 펌 수두

가 하되더라도 단력은 이 노심채 에서 IHD6에서 OHD7 방향인 정방향으로의 재충

수에 도움을 다. 

단하류 노심채 에서는, 하된 제4펌  수두에 의해 증가되는 모  사이의 부압력

차로 인하여 OHD5에서 IHD8 방향인 역방향으로 재충수된다. 176 경에 냉각재펌 는 

트립되어 감속되기 시작한다. 단이 유일한 주된 구동력이므로 제3증기발생기(SG3)를 

우회한 OHD5와 IHD6로의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으로 단방향으로 재충수된다. 그 결과

로서 제3증기발생기는 유동정체가 된다.

압 비상노심냉각수(MPECC) 주입은 고압 비상노심냉각수가 고갈되는(FSAR:293, 

HP:282, PC :298) 경에 시작된다.(FSAR:678, HP:671, PC :677) 경에 압 비상

노심냉각수(LPECC)가 주입되기 시작한다(그림 3.2.10). 냉각재 펌 가 트립되었기 때문

에 장기 유동패턴은 단에 의해 지배된다. 단상류의 노심채 에서는 정방향이고 단

하류 노심채 에서는 역방향이 된다. 단회로에서는 증기발생기가 열원이 되기 때문에 

장기 냉각은 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으로 유지된다. 

회로격리 이 에 단회로에서는, 기에 냉각재가 단회로로 방출되지만 가압기에 

의해 다시 보충된다. 냉각재 재고량은 격리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가압기에서의 보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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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기 재고량 보다 높다(그림 3.2.9). 유량은 높게 유지되고 냉각재 펌  트립 

이 에는 핵연료 가열이 발생되지 않는다. 냉각재 펌  트립 이후 모  사이의 압력차는 

속하게  가까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비 단회로의 노심채 에서 유량은 감소하고 기

포화가 약 195 경에 시작된다. 약 250 kg/sec의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되고 정뱡향 유

동을 유지한다. 비상노심냉각수가 주입되지 않더라도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로 인해 

핵연료의 한 냉각이 유지된다. 비 단회로의 장기냉각은 2상 자연순환과 증기발생기

를 통한 계속 인 열제거로 유지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개발된 PC용 CATHENA 코드는 FSAR  기존의 Workstation용 

CATHENA 코드와 비교해서 하게 그 계산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PRESCON2

(가) 개요

PRESCON2 코드는 격납건물 압력 응답분석용 코드로서 냉각재 상실사고 시 격납건

물에서의 온도와 압력의 과도상태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코드는 특히 단

일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분석에 합하도록 만들어졌다. 

PRESCON2 코드는 사용자에게 implicit 유량/유속 방정식 해법 algorithm과 내부 

격실간의 여러 가지 형태의 유량변화, 내부격실에서 외부 환경으로의 유량변화에 한 정

보를 제공하며, 다  방벽형태, tracer 모델, 단순한 방사성 물질 거동과 ECC 재순환모델

을 갖추고 있다. 한 살수, 국부 공기냉각기, 벽으로의 열 달, 계기공기 유량, 격납건물 

설, 추가 인 열부하, 격납건물 격리, 열벽  단방출 순간기화에 한 부모델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운동량 방정식에서 고려되는 source  sink 항목은 cooler, wall, 

dousing spray, breakflow 추가량과 계기용 공기유량 등이다.

격납건물로의 기 질량  에 지 방출은 자세한 1차 계통 열수력학  분석에 기

하지만 사용자 지정 입력 자료표로 주어진다. 장기 질량  에 지 방출은 이 코드 안에서 

단순히 결합된 열수력 subroutine으로 계산된다. 한 이 코드는 증기, 물, 공기 혼합체

를 포함한 비격납 건물 형태의 압축성 유량문제를 모의하는 데에도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ESCON2 코드는 격납건물 내 여러 지역에 한 압력  온도 정보 뿐 아니라 여

러 방사성핵종 코드들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자세한 출력을 제공한다. PRESCON2 코

드는 tracer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방사능물질을 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tracer란 자체 무게, 부피  에 지가 무시될만한 은 양의 안정화된 기체를 의미한다. 

한 코드는 10여 가지의 방사성핵종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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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 방사성핵종의 거동은 방사능에 의한 격리신호발생시간 평가에 이용된다.

PRESCON2 코드의 구조는 그림 3.2.11과 같으며, Ryan-McFarland FORTRAN77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변수  입력, 출력이 SI 단 로 표 된다. 한 MS-DOS 

용으로 개발되었으며, APOLLP, VAX 는 ATARI-ST 기종에 용할 경우는 약간의 

수정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나) 격납건물 모델

사고와 분석 목 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 nodalization 정도에 따라 분석에 사용되는 

격납건물 모델이 달라진다. 를 들어, 첨두압력, 압력종속 신호  방사성핵종 출 계산 

등과 같은 압력을 결정하는 평가에서는 공간 nodalization에 별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원자로건물 격실을 결합하여 하나의 노드로 모사한다. 그러나 압력차  수소 농

도 평가에서는 더 자세한 nodalization을 요구한다. 일반 으로 3 가지 서로 다른 격납건

물 nodalization을 사용한다. 압력차  수소 농도 분석에 사용되는 상세 모델은 격납건

물을 40노드와 80링크 구조로 모사한다. 격납건물 내 첨두 압력 분석에 사용되는 합성 

모델(환기  수증기회수 계통 비포함)은 9노드와 25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환기  

수증기회수 계통에 한 합성 모델은 14노드  37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압력종속 신호 

 방사성핵종 출 분석에 사용한다. 그림 3.2.12는 격납건물 내 첨두 압력 분석에 사용

하는 9노드 25링크모델의 nodalization이다. 

(다) PC용으로 개발된 PRESCON2 코드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수로 안 해석코드 연계 시스템 개발을 한 PC용 

PRESCON2(VER-610) 코드의 검증  평가를 해 시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에 사

용된 평가 사고조건은 ECC 손상을 동반한 100% 출구모  단이다. 계산에 사용한 

nodalization은 격납건물 내 첨두 압력 분석에 사용되는 9노드 25링크 모델이며, 표 

3.2.3은 Lumped model에 한 각 노드별 dimension을 나타낸다. 계산에서 단부는 6

번 노드(F/M Room 107)이며, 단 면 은 0.25940 m2
으로 주어졌다. PRESCON2 코

드는 계산 결과로서 *.PTA 일을 생산하며, 여기에는 격납건물의 온도  압력 거동의 

결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시계산의 목 에 따라 시계산으로부터 격납건물 첨

두 압력 거동을 확인하 으며, 이를 월성원자력 2,3,4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의 데이

터와 비교하 다(그림 3.2.13). 비교계산 결과 PC용 PRESCON2 코드가 당 계산 경우에

서 격납건물의 첨두 압력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다른 사고조건에 한 비

교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PC용 PRESCON2 코드의 용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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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계 변수 검토  개발 방법론 수립

(1) 연계 변수 검토

GUI를 기반으로 한 수로 코드 연계 시스템 개발을 한 선행 작업으로써, LOCA시 

수로 열수송 계통 분석 코드인 CATHENA와 격납건물 압력 응답분석 코드인 

PRESCON2의 상호 연계 변수들을 검토하 다. PRESCON2 코드 계산 시, CATHENA

에서 계산한 정보가 PRESCON2 코드에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즉, PRESCON2 코드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PRS 일은 CATHENA 분석결과인 혼합체의 질량유량, 혼합체

의 엔탈피, 그리고 혼합체의 비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로 안 해석코드 단

일운 체제를 개발하기 해서는 이들 변수들에 한 상호 연계성을 정확히 악해야 한

다. 이 연계변수들을 표 3.2.4에 정리하 다. 

(2) 개발 방법론 수립

(가) 연계 방법론 수립

두 코드를 연계하여 통합 환경에서 실행하기 해서는 일차 으로 CATHENA 코드

로부터 연계 변수를 계산하고 이 정보를 PRESCON2 코드로 달하여야 한다. 두 코드 

사이의 정보 달은 양방향 정보 달 는 단방향 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양방향 

달의 경우 두 코드 사이의 피드백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야만 한다. 피드백 효과를 고려

한 연계 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두 코드 내부에 상호 향 인자를 상세히 검토하고 실시

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폭 으로 수정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개발의 어려움과 개발 시간을 이기 하여 일 입출력을 이용한 단방향 

정보 달 연계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은 코드의 내부 구조와 독립 으로 출력 

일 제어만으로 정보 달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으며, 소스 코드의 수정이 최소화된다. 

정보 달은 CATHENA 코드에서 PRESCON2 코드로 이루어지며 달되는 정보는 앞

서 검토한 연계 변수 세 가지이다. CATHENA 코드가 실행되면 연계 변수가 

PRESCON2 코드 실행을 한 입력 일에 기록되며 CATHENA 코드가 완료되면 

PRESCON2 코드가 실행된다. 

한 기존의 PRESCON2 코드를 이용한 안 해석은 CATHENA 코드에서의 계산 결

과를 독립 으로 PRESCON2 코드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 으므로, 이러

한 개발 방법은 기존의 해석 결과와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나) 개발 환경  GUI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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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코드 연계 시스템은 기본 으로 CATHENA 코드와 PRESCON2 코드가 바탕

이 된다. 이 두 코드는 FORTRAN77로 로그래  된 코드이므로 연계시스템 한 

FORTRAN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호환성 측면에서 장 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의 편의를 한 GUI 개발 측면에서, FORTRAN에 비하여 Windows 환경에서 개발하기 

용이한 C언어 기반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 API는 도우, 화 상자, 기타 컨트롤 등의 생성하고 제어하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

해 주기 때문에 GUI를 구 하기에 용이한 장 이 있다.

다. 시스템 설계

(1) CANVAS 실행 순서

CANVAS의 실행 순서도가 그림 3.2.14에 나타나 있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main 

window 로시 가 호출되어 기화면을 출력하고, 곧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한 화 

상자가 출력된다. 화 상자의 네 개의 탭 메뉴에서 사용자가 CATHENA 코드와 

PRESCON2 코드의 입출력과 연계 여부 등에 한 입력을 마치면 그 정보가 CATHENA 

코드의 입력 일로 달되고 CATHENA 코드가 실행된다. CATHENA 코드가 실행되

는 동안 CANVAS는 주기 으로 CATHENA 코드의 출력 일에 근하여 그래 가 그

려지는 child window를 업데이트 한다. CATHENA 코드가 완료되면 연계 변수에 한 

데이터가 PRESCON2 코드로 달되고 PRESCON2 코드가 실행된다. 마찬가지로 

PRESCON2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도 CANVAS는 주기 으로 출력 일에 근하여 

child window를 업데이트한다.

(2) 각 함수 설명

(가) Main.cpp

Main window와 child window의 class를 등록하고 main window의 frame을 만든

다. 여기서 main window는 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체 도우를 말하며 child window

는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 를 포함한 window를 말한다. 로그램의 기본 형태는 

MDI(Multiple Document Interface)로 다수의 child window를 리하기 한 함수들이 

제공된다.

(나) WndProc.cpp

Main window의 class 등록이 이루어지고 가장 먼  호출되는 로시 이다.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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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에서 달되는 메시지 처리를 담당한다.

1) Case WM_CREATE: Main window가 생성되면서 모든 역 변수의 기화가 

이루어지고 client window, 공통 컨트롤 함수 등이 정의된다. Main window는 외부 

골격만 형성하고 client window가 main window에 내부 바탕이 된다. 실제로 모든 

이벤트는 client window와 child window에서 발생한다. 한 여기서 사용되는 공통 

컨트롤 함수는 일열기 화상자를 말한다.  

2) Case WM_PAINT: Main window의 기 화면을 그려주는 메시지로 mapping 

mode를 이용하여 window의 크기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크기가 변화하도록 하 다. 

 

3) Case WM_COMMAND: MDI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도우 정렬을 가능하게 하 다.

(다) TimerProc1.cpp

Main window 생성 시 함께 생성된 로시 로 시스템 시작 직후에 한차례 사용된다. 

로시 가 호출되면 main window frame에 client window를 그리고 그 에 "List View"

를 그린다. 이 "List View"는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들에 한 정보를 담기 해 작성하 다. 

로시 의 후반부에서는 "Property Sheet"가 호출된다. "Property Sheet"는 4개의 탭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페이지는 "INPUT", "BREAK CONDITION", "OUTPUT", 

"INTERLINK"라 명명되었다. 이 "Property Sheet"의 각 페이지는 각각의 독립 인 로

시 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공통 인 "실행"과 "취소" 버튼을 가지고 있다. “실행”과 “취소” 버

튼은 어느 탭 페이지에서 클릭하여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

(라) InputProc.cpp

"Property Sheet"의 첫 번째 탭 페이지의 메시지를 받는 로시 이다. 반부에는 외

부 실행 일 구동을 한 설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1) Case WM_INITDIALOG: 페이지가 생성되면서 자동 으로 설정되는 기본 버튼

의 문자를 변환하고 페이지에 포함된 컨트롤들의 기 상태를 설정한다.

2) Case WM_NOTIFY

∙PSN_KILLACTIVE: End-time selection을 지정하는 체크 박스가 활성화 되



KAERI/RR-2500/2004

- 101 -

어 있는 경우에는 end-time 입력 후 다른 탭으로 이 이동할 때 

writeEndTime 함수를 호출한다.

∙PSN_APPLY: RUN 버튼을 클릭하면 우선 PC 버 의 CATHENA 코드에 input 

file 이름을 달한다. 그 후 writeFile 함수를 호출하고 CATHENA 코드를 실행한

다.

3) Case WM_COMMAND

∙IDC_RD_USER & IDC_RD_DEFAULT: default input file 사용 여부에 따라 

일 찾기 버튼, break condition 탭 페이지 등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가 

비한 input file을 사용하는 경우 일 찾기 버튼과 input file name이 입력되는 

edit box가 활성화 되고 break condition 탭 페이지는 비활성화 된다. Default 

input f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default input file의 이름이 edit box에 나타나고 

edit box와 일 찾기 버튼은 비활성화 된다. Break condition 탭 페이지는 활성

화 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DC_CB_TIME: 사용자가 End-time을 직  입력하여 사용하고자 End-Time 체

크 박스를 활성화 시킨 경우만 시간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

∙IDC_BT_FIND: find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직  input file을 검색하는 하는 

경우 사용되며 일 찾기 공통 화상자를 제공한다.

4) writeEndTime(endTime) 

End-time이 입력된 edit box에서 읽은 값을 input file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

이다. 재 default input file을 사용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하다.

(마) AccidentProc.cpp

단 치, 단 크기, ECC 옵션에 한 입력이 끝나면 writeBreakCon 함수를 호출한

다.

1) Case WM_INITDIALOG: break size 결정을 한 spin control에 한 설정이 이

루어 지며 break position 지정을 한 비트맵 그림이 로드(load)된다. 비트맵 그림 

에 다시 세 개의 버튼이 생성되고 버튼마다 한 비트맵 그림이 로드 된다.

2) Case WM_NOTIFY

∙Case WM_SETACTIVE: break condition 탭 페이지로 이 이동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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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input file의 사용 여부를 체크하여 이 페이지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한다.

∙PSN_KILLACTIVE: 다른 탭으로 이 이동할 때 이 페이지에서 기록된 모든 정

보를 "break_con.inp" file에 기록한다. 이 일은 다시 default input file에 포함된

다.

3) Case WM_COMMAND: break position 설정을 한 세개의 비트맵 버튼에 한 

설정이 이루어진다. 세 개의 버튼은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없으며 활성화/비활성화 상

태

에 따라 로드 되는 비트맵 이미지가 변화된다.

4) writebreakCon(breakPosition, breakSize, eccOption)

단 치, 단 크기에 한 데이터를 실제 input file에 써주는 함수이다.

(바) OutputProc.cpp

반부에 Default input file에 포함된 모든 노드와 변수 정보가 장된다. 변수에 따라 

벡터 값과 스칼라 값을 구분하여 입력에 필요한 노드 형태를 자동으로 보여 다. 

1) Case WM_INITDIALOG: 변수와 노드 입력을 한 콤보 박스가 기화 된

다. 여러 개의 출력 변수를 그룹 짓기 한 window number를 입력 받기 한 

spin control과 edit box가 기화 된다. 같은 window number를 갖는 변수는 하

나의 child window에 출력된다.

2) Case WM_COMMAND

∙IDC_BT_ADD: Add 버튼을 클릭하면 재 탭 페이지에 입력되어 있는 변수, 노

드명, child window에 출력될 그래 의 최 값, 최소값, window number가 

client window의 list view와 iData 구조체에 장된다. iData는 에서 언 한 

5개의 정보를 장하기 한 구조체로 list view의 라인마다 하나의 구조체를 갖

는다.

∙IDC_BT_DEL: Del 버튼을 클릭하면 재 커서가 치하는 list view에 장된 

item이 삭제된다.

∙IDC_CB_PARAM: 변수를 먼  입력 받은 후에 노드명을 입력 받는 창을 활성

화 시킨다. 한 변수의 속성에 따라 입력받는 노드 형식을 분류해서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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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 InterlinkProc.cpp

Interlink option을 체크하는 경우 CATHENA 코드 종료 후 자동으로 PRESCON2 코

드 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한다.

의 4가지 탭 페이지의 로시 에서 “Run”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입력이 완료되

고 writeFile 함수가 호출된다. 이후 CATHENA 로세스가 시작되고 openFileC 함수가 

호출된다.

(아) writeFile.cpp

OutputProc.cpp 에서 list view에 장한 iData 구조체 내부의 정보들을 input deck에 

써주는 함수이다. 이 함수에서는 isThere과 numberI 함수가 호출된다.

1) isThere(window Number, int): 재 기록 인 iData 구조체의 window number

와 window number가 같은 iData 구조체가 이 에 존재하는지를 체크하여 최 로 

등장하는 window number인 경우 새로운 child window 생성하기 한 정보를 추가

하도록 한다.

2) numberI(int): 재 기록 인 iData 구조체의 window number와 window 

number가 같은 iData 구조체의 개수를 구하여 하나의 child window에 출력하게 될 

그래 의 수를 구한다. 

(자) openFileC(openFile.cpp)

CATHENA 코드가 실행되면 data 일이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 일의 

이름은 window number에 따라 "1.dat" 부터 차례로 생성된다. 함수의 반부에서는 우선 

data 일들을 열고 zeroDetectC 함수를 호출한다. 이후 client window를 활성화 시키고 

window number 수만큼 child window를 생성한다. 함수의 마지막에서는 TimerProc2를 

호출한다.

1) zeroDetectC(nFile, nData): 출력 일의 data 값의 시작인 0 를 찾는 함수

(차) TimerProc2.cpp

이 로시 는 일정 시간마다 반복 으로 호출되는 로시 로 재 default로 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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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출된다. 이 로시 가 호출될 때마다 우선 CATHENA 코드의 종료 여부를 체크하고 

CATHENA 코드가 종료된 경우에는 rewrite 함수를 호출하고 다시 PRESCON2 코드 실행 

여부를 체크한다. 만일 interlink 탭 페이지에서 interlink option을 활성화 시킨 경우 

PRESCON2 코드가 실행되고 openFileP 함수가 실행된다. 만일 CATHENA 코드가 종료

되지 않은 상태라면 lineReadC 함수가 호출되어 CATHENA 코드의 출력 일로부터 새로

운 data를 넘겨받고 그 data를 child window에 그리게 된다. 

1) lineReadC(int, nFile, nData)

이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CATHENA 코드의 출력 일로부터 한 타임 스텝에서의 

모든 data들을 읽어서 행렬로 장한다.

2) rewrite

CATHENA 코드에서 계산된 연계 변수를 PRESCON2 코드의 포맷에 맞는 형태로 

변환한다. CATHENA 코드는 PRESCON2 코드 계산에 필요한 입력 data를 

"interLink.dat"에 출력한다. 이 함수에서는 우선 "interLink.dat" 일을 열고 모든 

data를 행렬에 장한다. 그 후 PRESCON2의 input file로 사용하기 한 

"linkData.dis" 일을 생성하고 행렬에 장된 data를 PRESCON2 코드의 input 포

멧에 맞게 기록한다. 함수 내부에서는 CATHENA 코드의 출력 일을 읽기 한 

lineReadI 함수가 호출된다.

(카) openFileP(openFile.cpp)

PRESCON2 코드가 실행되면 실시간으로 "default.pta" 일이 생성되는데, 이 함수는 

이 일로부터 data를 읽어 들이고 "Containment Pressure", "Containment Temp."라

고 명명된 두개의 child window를 생성한다. 함수의 마지막에서는 TimerProc3를 호출한

다.

(타) TimerProc3.cpp

이 로시 는 일정 시간마다 반복 으로 호출되는 로시 로 재 default로 0.1 마

다 호출된다. 이 로시 가 호출될 때마다 lineReadP 함수가 호출되어 PRESCON2 코드

의 출력 일로부터 새로운 data를 넘겨받고 그 data를 child window에 그린다. 

1) lineReadP(int, nData)

이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PRESCON2 코드의 출력 일로부터 한 타임 스텝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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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data들을 읽어서 행렬로 장한다.

( ) ChildProc.cpp

이 로시 는 모든 child window가 생성되거나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호출된다.

1) Case WM_CREATE: child window가 생성될 때마다 window마다 0부터 차례

로 숫자를 부여하고 wData 구조체에 window handle, window number 등을 기록한

다. wData 구조체는 하나의 child window 마다 하나씩 부여되어 정보를 기록하게 된

다.

2) Case WM_PAINT: TimeProc2와 TimeProc3에서 child window에 다시 그리기 

메시지를  때마다 호출된다. X축, Y축, 격자, 스 일, 범례 등이 먼  그려지고 장

된 data 행렬로부터 data가 그려진다.

3. 연구 결과  활용

가. CANVAS 개발

(1) CANVAS 개요

국내 수로 안 해석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CATHENA 코드와 PRESCON2 

코드는 DOS 환경에서 실행되며 그 결과는 텍스트 일로 출력된다. 한 노심내의 열수력 

거동과 격납건물내의 압력 거동을 악하기 해서는 두 코드를 개별 으로 실행해야하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해 GUI 개념을 도입하여 CATHENA와 

PRESCON2 코드의 연계 시스템인 CANVAS(CANDU Visual Analysis System)를 개

발하 다. CANVAS는 GUI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 화하고 두 코드를 연

계함으로써 코드 사용의 이원화에 따른 인 ·시간  낭비와 시행착오 가능성을 최소화하

다.

CANVAS의 주요 기능은 

․Input file 선택 기능(default input file 제공)

․Default input file을 이용한 간단한 사고 조건 모사 기능

․출력할 변수와 노드 입력 기능

․CATHENA-PRESCON2 연계 기능

․출력 데이터의 실시간 그래  표시

등이 있으며 모든 입력이 화 상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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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용이하며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과도상태를 직

 확인할 수 있다.

(2) CANVAS 구성

(가) CANVAS의 시작과 기본화면(그림 3.2.15)

CANVAS 로그램을 시작하기 해서 "CANVAS.exe" 일을 클릭한다. 

"CANVAS.exe" 일과 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default input 일은 같은 폴더 안

에 존재하여야 한다. 코드의 실행 결과 출력되는 데이터 일 한 같은 폴더 안에 생성되며 

항상 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에 사용된 데이터 일이 같은 폴더 안에 없는 것을 확

인하여야 한다. 같은 폴더 안에 이 에 사용한 데이터 일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 를 출력하

는 데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CANVAS의 기본 화면은 크게 메뉴 바, 리스트뷰, 화 상자

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트뷰에는 CATHENA 코드 출력 변수들에 한 정보가 장된다. 

“INPUT", ”BREAK CONDITION", "OUTPUT", "INTERLINK" 4개의 탭 메뉴로 구성된 

화 상자는 코드 실행 이 에 사용자에게 연계 여부와 입출력에 련한 정보를 입력 받기 

해 설계 되었다.

(나) INPUT 탭 메뉴(그림 3.2.16)

INPUT 탭 메뉴에서는 CATHENA 코드 실행에 필요한 input file을 지정하고 

end-time을 설정한다.  좌측의 "Input Selection" 부분은 "User Input", "Default Input"

을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으로 구성되어있다. “User Input"을 지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보유한 기존의 CATHENA 코드의 input file을 사용할 수 있다.  Input file을 일을 검색하

기 해서 "Find" 버튼을 클릭하면 일찾기 공용 화상자가 출력되고 일찾기 공용 화상

자에서 일을 선택하면 선택된 일 이름이 에디트 박스에 나타나게 된다. "Default Input"

을 선택하는 경우 CANVAS에서 제공하는 default input file을 사용하게 된다. 이 일은 월

성 2,3,4호기를 모델로 작성되었고, 출력 변수와 사고 조건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만 "Break Condition" 탭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Default 

input file의 nodalization은 그림 3.2.1에 나타나 있다. 

우측 상단의  End Time Selection에서는 CATHENA 코드의 end-time을 설정할 수 

있다. 체크 박스가 활성화 되면 end-time을 입력할 수 있는 에디트 박스가 활성화 되는데 여

기에 입력된 end-time은 출력 그래 의 시간축의 최 값으로 사용된다.

(다) BREAK CONDITION 탭 메뉴(그림 3.2.17)

BREAK CONDITION 탭 메뉴에서는 default input file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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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건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다. 좌측의 "Position" 그림에서는 원자로 입구 모

(IHD), 원자로 출구 모 (OHD), 펌  흡입 (PS) 세 곳을 단 부 로 지정할 수 있다. 버튼

을 클릭하면 선택  치의 그림이 변화하며 좌측 상단의 에디트 박스에 치가 표시된다. 우

측의 “Break Size” 부분에서는 0 ~ 100 %까지의 단 면 이 선택 가능하고, “ECC 

Option”에서는 “ECC”와 “LOECC” 두개의 라디오 버튼을 통해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작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라) OUTPUT 탭 메뉴(그림 3.2.18)

OUTPUT 탭 메뉴에서는 CATHENA 코드에서 출력하려는 정보들을 입력받아 input 

file에 추가되도록 한다. 상단의 “Scale[Y]"에 입력된 값은 출력 그래 의 세로축의 최 값, 

최소값으로 사용된다. 만일 실제 출력 값이 여기서 입력 받은 최소값과 최 값의 범 를 벗어

난다면 그 결과가 그래 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 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하나의 그래

에는 하나의 범 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출력 값의 범 가 매우 큰 다른 변수들을 하나의 그

래 에 그리는 것은 합하지 못하다. "GraphNum" 에 입력되는 숫자는 기본 으로 1부터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순차 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여

기에 입력된 graph number가 같은 경우 하나의 그래 에 출력된다.

하단의 “Output Parameter & Node" 부분에는 CATHENA 코드에서 출력 하고자 하

는 변수와 노드이름을 입력받기 한 콤보 박스가 설치되었다. 변수를 입력하기 한 콤보 박

스에는 기본 으로 CATHENA 코드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출력 변수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

에 간단히 변수의 첫 자 입력으로 쉽게 변수를 찾아 입력할 수 있다. 우측의 콤보 박스에 각 

변수에 하여 출력하고자 하는 노드 이름을 입력한다. 노드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 벡터 변수

인지 스칼라 변수인지에 따라 노드 이름 입력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콤보 

박스에는 default input file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한 모든 노드 이름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스칼라 변수와 벡터 변수를 구분하여 합한 형태의 노드

만 보여 다. 

의 다섯 가지 정보에 한 입력을 완료할 때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도우

의 리스트 뷰에 출력 정보가 장된다. 장되는 정보는 변수, 노드 이름, 그래 의 최소값과 

최 값, graph number 5가지이다. 만일 입력된 출력 정보를 삭제하고 싶다면 리스트 뷰에

서 삭제하고자 하는 변수를 지정하고 "Delete"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마) INTERLINK 탭 메뉴(그림 3.2.19)

INTERLINK 탭 메뉴에서 CATHENA 코드와 PRESCON2 코드의 연계 여부를 설

정할 수 있다. "PRESCON2 Interlink" 체크 박스를 활성화 하는 경우 CATHENA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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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자동으로 PRESCON2 코드가 실행되어 격납건물 내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출력

해 다. 재 사용되는 PRESCON2 input file은 월성 2,3,4호기를 모델로 9노드, 25 링크

로 작성되었다.

나. CANVAS의 활용

CANVAS는 수로 안 해석 분야에서 리 사용되는 열수송 계통 분석 코드인 

CATHENA 코드와 격납건물 압력응답 분석용 코드인 PRESCON2 코드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해 GUI 환경에서 개발 되었다. 

CANVAS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 은

․ 화 상자를 통한 입력 일 수정의 용이성

․간단한 다양한 사고 조건 입력을 통한 불필요한 작업의 복 최소화

․코드 연계를 통한 Once-Through Running

․실시간 그래  출력으로 post processing 불필요

등이 있다. 이러한 장 을 바탕으로 CANVAS는 계통 해석과 격납건물 열수력해석을 연

계하는 수로안  연구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한 사용자 매뉴얼과 로그램 설명서 등의 문서화 작업을 통해 업데이트  수정을 

용이하게 하고 로그램의 개선 과 에러에 한 사용자의 의견을 극 반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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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월성 2,3,4 FSAR CATHENA 

채  1 채  2 채  3 채  4 채  1 채  2 채  3 채  4

RIH 압력 [MPa(a)] 11.4 11.4 11.4 11.4 11.354 11.354 11.355 11.356

RIH 온도 [℃] 268 268 267 268 267.7 267.7 267.5 267.6

ROH 압력 [MPa(a)] 10.0 10.0 10.0 10.0 10.022 10.022 10.025 10.023

ROH 온도 [℃] 310 310 311 311 310.49 310.49 310.50 310.50

ROH 유량 건도 [%] 4.8 4.8 4.6 4.7 4.8 4.8 4.6 4.7

펌 흡입구 압력 [MPa(a)] 9.58 9.58 9.58 9.58 9.58 9.5798 9.5809 9.5827

냉각재펌  압력차 
[MPa(d)]

1.80 1.80 1.80 1.80 1.802 1.802 1.802 1.801

노심 유량 [kg/sec] 1897 1897 1897 1899 1897.1 1896.5 1897.3 1898.8

채 당 핵연료 출력 [MW] 527.87 527.87 527.87 527.87 527.87 527.87 527.87 527.87

펌  출력 [MW] 16 16

증기발생기당 이차측으로의
열 달 [MW]

532 531 532 532 532.34 530.70 531.67 531.02

가압기 수  [m] 12.48 12.475

증기드럼 압력 [MPa(a)] 4.69 4.69 4.69 4.69 4.6903 4.6912 4.6904 4.6898

증기드럼 온도 [℃]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총 증기유량 [kg/sec] 1018 1061.375

총 수유량 [kg/sec] 1061 1060.709

수 온도 [℃] 186 186 186 186 186.03 186.03 186.03 186.03

증기발생기내 재순환비 5.1:1 5.1:1 5.1:1 5.1:1 5.02:1 5.23:1 5.07:1 5.05:1

표 3.2.1  단일평균채  계통모델에 한 기조건(103%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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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35% RIH( 단면  : 0.07455m2) : [sec]

FSAR1) HP Run2) PC Run3)

0.1 에서의 단 방출 [kg/sec]
첨두방출(도달된 시간)

5470 
5570(0.3sec)

5470.66
5565(0.3sec)

5470.66
5565(0.3sec)

(40% RIH 펄스를 사용한) 원자로 트립 
(두번째 SDS 트립)

0.43 0.43 0.43

LOCA 신호 8.6 8.5715 8.571

회로격리 개시 8.6 8.5715 8.571

회로격리 완료 28.6 28.5715 28.571

고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개시 
(첫번째 열  열) 

37.8 37.97 37.969

증기발생기 냉 개시 38.6 38.6156 38.615

터빈 조속기 밸  완  닫힘 40.1 40.0087 40.0

단회로의 재충수 시작 
(재고량이 증가하기 시작)

62 62.03 62.02

IHD6 첫 번째4) 재충수 77 71.02 71.0

OHD5 첫 번째 재충수 82 87.0 87.0

제 3노심채  평균 핵연료채  재충수 127 130.0 121.0

OHD7 첫 번째 재충수 152 157.03 140.0

냉각재 펌  트립 176.4 176.61 176.607

제 1노심채  평균 핵연료채  기포화 시작 195 195 197.0

제 2노심채  평균 핵연료채  기포화 시작 195 195 197.0

고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종료  
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개시

292.8 281.7 297.606

IHD8 첫 번째 재충수 585 587.02 579.0

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종료  
압 비상노심냉각수 주입개시

678.1 671.0703 677.122

1) 월성 2,3,4호기 최종안 분석보고서에 수록된 결과
2) HP-Workstation에서 Run한 결과
3) PC용으로 개발된 CATHENA로 Run한 결과
4) 첫번째란 그 모 이 첫 번째로 재충수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후의 과도상태 동안에 
   기포화와 재충수가 다시 발생한다.

표 3.2.2  단일평균채  계통모델을 사용한 35% 원자로 입구모  

단의 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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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o.

Room No. 

(R1-)

Elevation

(m - m)

Height

(m)

Horizontal 

Surface Area

(m2)

Net Free

Volume

(m3)

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11, 012, 013, 

014, 018, 101, 102

93.90

-

107.92

14.02 992.13 4856.1

2 017 94.01-116.69 22.68 13.42 301.4

3 103 100.0-106.24 6.24 95.6 552.8

4 104 100.0-106.24 6.24 95.6 552.8

5

106, 109, 110, 113, 

114, 115, 201, 301, 

302, 303, 304, 305, 

306, 307, 401, 402, 

403, 405, 406, 502, 

503

94.51

-

120.50

25.99 919.55 4095.8

6 107 100.0-114.63 14.63 235.46 2659.1

7 108 100.0-114.63 14.63 235.46 2659.1

8
501, 601, 504(505, 

506, 507, 508, 509)

117.45-142.2

9
24.84 1403.45 28401.5

9 111, 112 100.0-116-69 16.69 278.25 3921.4

표 3.2.3  Node Dimension of Lumped Model

Note: The room numbers in parentheses in column 2 represent the 

containment rooms(not on the drawings) named and numbered Reference 16.

Parameter CATHENA Variable Name Description

Wm MFLO:L-IHD8>BREAK1 Mixture Mass Flow Rate

hm HMIX:IHD8(1) Mixture Enthalpy

νm=1/ρm 1 / ROMIX:IHD(1) Mixture Specific Volume

표 3.2.4  CATHENA 코드에서 PRESCON2 코드로 달되는 연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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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CANDU 원자로 시스템에 한 CATHENA Nodalization

그림 3.2.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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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35% 입구모  단시 단부 (IHD8)에서의 단방출유량

그림 3.2.4 35% 입구모  단시 단부 (IHD8)에서의 혼합체 엔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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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35% 입구모  단시 원자로 입구 모  압력(HP Calculation) 

그림 3.2.6  35% 입구모  단시 원자로 입구 모  압력(PC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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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35% 입구모  단시 원자로 입구 모  압력(FSAR)

 

그림 3.2.8  35% 입구모  단시 단회로로의 비상노심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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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35% 입구모  단시 회로 재고량

그림 3.2.10  35% 입구모  단시 비상노심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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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PRESCON2 서 루틴 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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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PRESCON2의 9노드-25링크 구조

그림 3.2.13  ECC손상을 동반한 100% 출구모  단시의 격납건물 첨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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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CANVAS의 실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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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CANVAS 시작화면

그림 3.2.16  INPUT 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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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BREAK CONDITION 탭 메뉴

그림 3.2.18  OUTPUT 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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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INTERLINK 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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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안 해석용 노심  열수력 자료 DB 시스템 

구축(CANTHIS)

1. 연구 목   필요성

국내 수로 련 제반 연구는 월성 1호기 건설 시 으로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수로 련 분야는 실험데이터의 양이 경수로 분야에 비해 상

으로 고 개방정도 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수로 안 해석 련분야에

서 필요한 실험데이터  련 자료의 용이한 획득을 한 수단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장치의 마련을 통해 국내 수로 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0년  후반부터 인터넷의 보 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정보의 교환

이나 공유가 용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네트워크 수단의 발 과 더불어 부분의 산

업  연구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웹기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업무의 효율성

과 경제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업무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를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시  요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로 안 해석용 열수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웹기반 수로 열수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연구 효율의 극 화

2. 연구 내용

가. 데이터베이스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명칭은 'CANTHIS'로서 ‘CANDU Neutronic 

and Thermal Hydraulic Information System’의 약칭이며, 국문명칭은 ‘ 수로 노

물리  열수력 데이터베이스’로 명명하 다. 본 데이터베이스 개발 목표는 수로 

안 해석에 필요한 실험데이터의 검색에 소요되는 인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

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 화하는 것이었으나, CANTHIS의 명칭에서와 같이 열수

력실험 련 자료뿐만 아니라, 노물리실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도 포함하 다. 비

록 본 연구에서의 노물리 련 자료는 수로 련 임계로 실험데이터에 국한하

으나, 이는 본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수로 련 통합데이터베이스로서 개선되고 발

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했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ANTHIS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요

구한 조건의 데이터 리스트를 방 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짧은 시간동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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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부연산을 통하여 출력하게 된다. 한 본 시스템은 웹에 기반을 둔 데이터베이

스이므로 사용자 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자의 다양성이 상되므로 실험데이터의 검

색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로 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따라서 CANTHIS는 문 인 수로 련 연구종사자뿐 아니라, 학생 등 수

로 련분야의 보자들에게 유용한 아이템들을 제공함으로써 웹데이터베이스의 장

을 극 화하고 나아가 국내 수로 연구 분야의 발 에 기여하고자 하 다. 

CANTHIS의 주요 기능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웹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검색 

․2개의 입력창을 이용한 조건검색

․검색 데이터의 그래   데이터에 한 문헌정보  기술정보 제공

․ 수로 련 교육자료  각종 웹문서, 련링크 제공

․ 수로 표  용어집  약어집 수록 등

나. 자료의 조사  내용

(1) 열수력 자료

CANTHIS 구축을 한 자료조사는 수로의 안 해석 시 필요한 노물리  열

수력에 한 실험데이터의 조사  수집을 목 으로 하 다. 수로 열수력 련실

험 자료의 황을 악하기 하여 월성2,3,4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FSAR)의 

사고해석 부분을 기 로 하여 조사에 착수하 다. CANTHIS의 자료는 실제 실험데

이터(raw data)의 형태로 구성하고자 하 으나, 부분의 실험이 외국에서 수행된 

것들이며, 이들에 한 실험데이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재 

CANTHIS가 수록하고 있는 자료는 부분 국내외 연구기 에서 수행된 연구보고

서, 학술지  학술 회 발표논문, 회의자료 등을 통해 발표된 실험결과를 나타내는 

그래  는 표의 형태로 되어있다. 

체계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월성 2,3,4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에 언

된 계통별 사고 진행에 따른 열수력 상을 악하 다. 이러한 열수력 상들은 

안 해석에서 CATHENA 코드  PRESCON2 코드를 이용하여 모사되므로, 코드

의 타당성 검증에 이용된 실험들에 해 조사하 다. 타당성 입증을 한 실험은 크

게, Separate Effect Tests(SET), Component Tests(CT), Integral Effect 

Tests(IET) 로 분류된다. SET는 코드에 모델된 특수한 상에 한 평가를 해 

수행된 것이고, CT는 코드에 내장된 기기에 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수

행된 것이다. 그리고 IET는 수로의 열수송계통과 유사한 형실험장치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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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험에 해 코드의 종합 인 측능력을 평가하기 해 수행된 것이다. 이들 실

험에 한 목록을 표 3.3.1, 표 3.3.2, 그리고 표 3.3.3에 정리하 다.

(2) 노물리 자료

노물리 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수로 련 임계시설(critical assembly 는 

critical facility)에서 수행된 실험을 상으로 자료조사가 수행되었다. 임계시설은 

원자로의 주요 구성성분인 핵연료  혹은 집합체, 감속재, 냉각재, 흡수재 등이 임

계상태가 되도록 히 배치하여 구성한 원자로물리 실험 장치이다. 임계실험장치

는 세계 으로 다수 있으나, 수로에 한 임계시설은 캐나다의 ZED-2(Zero 

Energy Deuterium-the Second), 일본의 DCA(Deuterium Critical Assembly), 그

리고 남아 리카공화국의 Pelinduna Zero로 3 가지가 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캐나다  일본의 임계시설에 한 자료를 수집하

으며, 남아 리카공화국의 임계시설에 한 실험자료는 그 입수가 비교  어려웠으

므로 이에 한 간단한 소개로 갈음하 다. 자료의 수집은 열수력 자료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보고서, 논문 등 발표  출 된 문서 자료들 주로 이루어졌으며, 동일

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 각 임계시설에 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ZED-2 (캐나다)

캐나다 Ontario주의 Chalk River에 치해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국가 에서 

캐나다가 1945년 9월 최 로 임계에 성공한 실험로인 ZEEP 원자로의 다음 세

로, 1960년 9월부터 CANDU형 원자로의 노물리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출력 

실험로이다. 

ZED-2 에서는 노심 임계반경 실험  원자로의 성자장의 실험이 주로 수행

되고 있다. 이 원자로는 1960년에 운 을 시작하여 CANDU 원자로의 노물리 연구

에 사용되어왔으며, 천연우라늄 핵연료의 상사 격자 라미터와 flux map buckling

의 결정, 다른 핵연료 형상에 한 반응도효과 측정, 반응도 조 기구에 의한 반응

도효과  flux perturbation 측정, 모사된 CANDU 노심에서의 self-powered flux 

detector의 보정, 방사성동 원소 생산의 모의실험, 원자로의   공간 동역학변

수 측정, 그리고 열 성자 온도에서 여러 분열  흡수 단면 의 핵자료 측정 등과 

같은 다른 로젝트의 넓은 역에도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량 핵연료(MOX, 

thorium cycle 시작)의 버클링, 격자 라미터와 온도계수의 측정이나 

ACR(Advanced CANDU Reactor)의 개발을 한 노물리 변수, 원자로주기 등의 측

정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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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CA (일본)

DCA 장치는 PNC가 보유하고 있는 압력 형 수감속로를 모의한 출력 1 kW

의 수임계실험장치이다. DCA의 도입  건설은 1966년 5월 일본 원자력 원회

에 설치된 동력로 개발 간담회에서 노형으로써 ATR과 FBR을 결정하면서 시작되었

다. ATR의 노형으로 MOX 연료를 이용한 압력 형 수감속 경수냉각로에 한 기

술  검토가 199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노형은 냉각재 기포도가 노심 안 운

에 미치는 향과 연소도 증 에 수반되는 동특성이 기존의 노형과 달라서 ATR의 

본격  개발에 앞서 DCA와 같은 임계실험장치를 이용한 노물리 실험과 실험해석을 

통한 핵설계 계산 방법의 수립을 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1968년 3월 개념설

계를 완료하 고, 1969년 12월 28일 임계에 이르게 되었다. 

DCA는 임계 도달 이후에 약 20년간 ATR 노물리 기술의 개발을 목 으로 

원형로 FUGEN의 건설, 운   실증로 설계에 그 성과를 반 하 고 기술기반 향

상에 기여하 다. 최근엔 FBR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핵연료 사이클 시설의 임계안

기술의 연구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다) Pelinduna Zero (남아 리카공화국)

남아 리카공화국의 Atomic Energy Board에서 설계  건조 운 하고 있는 

임계시설로서, 원자로 출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 이며 감속재, 냉각재로 수

를 사용하고 있다. 1966년 10월에 건설이 시작되어 1967년 11월에 임계를 달성

하 다. 임계시설은 탱크형이고 Pelinduna 원자로 노심의 특성을 측정하기 해 건

설되었다. Pelinduna Zero 시설에서 수행된 주요 실험은 노심 임계질량 측정, 성

자 fluence 측정, 성자속의 스펙트럼 효과 분석, 제어 의 미분  분 반응도가 

측정, 그리고 성자속 분포 측정 등이다. 

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1)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CANTHIS의 데이터베이스는 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이

는 SQL을 이용한 계형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설계함으로써 가능하 다. 

(가) 서버  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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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HIS의 DBMS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MS SQL Server 2000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SQL Server 2000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뿐만 아니라 용량 트랜잭

션 로세싱(온라인 입력, 조회 등의 처리)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SQL Server 

2000은 인텔 로세서를 사용하는 Microsoft Windows NT 4나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 기반 네트워크에서 실행되고, Windows 2000 Professional

이나 Windows 98 는 Windows Me에서 퍼스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

로 설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NTHIS의 운 체제로서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를 사용하 다. SQL Server 2000은 마이크로소 트의 다른 운 체제

들(Windows 3.1, MS-DOS 등)을 한 많은 클라이언트 도구와 네트워킹 인터페이

스들도 제공한다. 그리고 SQL Server의 열린 구조 때문에 다른 시스템들(UNIX 기

반 시스템 등)도 이 SQL Server와 상호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CANTHIS는 향후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도 연동 는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나) 입력자료의 데이터화  추출 정보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CANTHIS의 데이터 형태는 주로 그래 나 표 등의 

그림 일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데이터에 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합

한 형태로 입력하기 해 데이터의 분류  정보추출 작업이 수행되었다. 

각각의 데이터는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와 문헌정보(documentary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다. 그림 3.3.1은 이들 두 부류의 데이터 정보에 한 추

출 변수를 보여주며, 호 안에 ‘TH’로 표시되어있는 정보는 열수력 데이터에만 

용된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술정보는 열수력  노물리 정보로서 실험에서 보고자하

는 상 는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상  해당 결과에서의 심 변수, 실험에서 

가정한 사고조건  련 계통, 그리고 실험장치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반

면 문헌정보는 해당 데이터가 수록된 문서  자 는 수행기  등의 정보를 나

타낸다. 데이터의 검색은 기술정보에 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열수력 자료의 경우 데이터에 한 정보 추출과 동시에 모든 데이터는 하나 

는 그이상의 상으로 분류되었다. 실제의 수로에서 열수력 에서 상을 분류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하나의 특정 열수력 상은 실제로 여러 사고조건에서 

서로 다른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열수력 계통 는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의 특정 열수력 상은 모두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하

고 다양한 사고별 열수력 상의 조사가 수로 열수력 안 해석 검증코드 개발에

서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복잡한 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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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류과정에서 오히려 데이터의 명확성  데이터베이스의 간결성을 해칠 수 있

으며, 분류작업도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6년에 수행된 

‘CANDU형 원자로 열수력 사고해석 코드체계평가’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열수력 

상 분류방법을 반 하 다. 이 보고서에는 수로 사고해석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

요 상으로 22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17

개의 상으로 분류하 다. 표 3.3.4는 본 연구에 용된 열수력 상 목록을 나타

낸다. 열수력 데이터는 한 실험에서의 심변수  실험장치, 사고조건, 계통 

는 부품번호(basic subject index, BSI 번호) 등으로도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

류되었다. 

노물리 자료의 경우, 본 연구에 용된 자료들이 수로 련 임계시설에서 수

행된 노물리 실험데이터들을 토 로 하 으나, 실제로 남아 리카공화국의 임계시설

에 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총 데이터 수가 열수력 부분의 데이터 수에 비해 

상 으로 작다. 따라서 노물리 자료들에 해서는 상에 한 자료의 분류를 수

행하는 신 실험장치  각 실험에서의 심 변수에 한 분류를 수행하여 데이터

의 정보추출을 수행하 다. 

(2)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 (DBMS)

(가) 스키마  ER다이어그램

앞에서 언 된 바와 같이, CANTHIS의 DBMS는 SQL Server 2000을 사용한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로서 각 자료로부터 추출된 정

보들은 DBMS 내에서 상호 연 성을 가지며 해당 테이블내의 객체(entity)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 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객체, 이들의 성질

(attribute), 계(relation),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데이터 값의 제약조건에 한 

정의를 일반 으로 스키마(schema)라 하며, RDBMS 내에서의 테이블  객체의 상

호 계를 도식 으로 표 한 것을 ER(entity relationship)다이어그램이라 한다. 본 

항목에서는 CANTHIS의 데이터 구조  ER다이어그램을 소개한다.

CANTHIS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개의 데이터테이블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은 물론 열수력 데이터와 노물리 데이터에 한 것들이다. 데이터테이블들은 각 자

료로부터 추출된 정보들로 채워진 여러 개의 필드들로 구성된다. 그림 3.3.2는 

CANTHIS 데이터베이스의 ER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문헌정보는 열수력 

데이터테이블과 노물리 데이터테이블에 동일하게 용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 두 

데이터테이블 간에 같은 문헌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는 거의 없으므로 각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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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는 각 테이블에 문헌정보 객체들이 각각 포함되도록 하 다. 따라서 

CANTHIS의 DBMS는 두 개의 데이터테이블로 구성되었지만, 실제 DBMS의 구동

은 열수력 DB와 노물리 DB가 따로 작동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매우 단순한 DBMS

의 형태를 갖도록 하 다. 

사용자 테이블(Client Table)에는 웹상에서 리자와 사용자의 정보 즉, 사용자

의 간단한 신상과 아이디(ID)  비 번호(password) 등 로그인에 련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 다. 

(나) 테이블 설계

각 데이터에 한 정보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형식에 한 제약조

건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데이터의 입력 시에 잘못된 형식의 입력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제

로 작동하는 데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 즉, DBMS가 작동할 때에 어떠한 제약조

건이 배되거나 트리거가 동작을 지시키면 DBMS의 동작은 지되고, 어떠한 연

산결과도 출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에 한 설계값을 

지정해 주는 것이 요하며, 표 3.4.5는 CANTHIS의 DBMS 내의 세 개의 테이블에 

한 설계값들을 나타낸다. 각 객체에 해 null 값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데이터

입력 시 필수입력사항이다.

(3) 웹 연동방안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사용자들을 연결하기 한 웹 연동은 CANTHIS와 같은 

웹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도 같다. 본 연구에서는 웹과의 연동을 

수행하기 해서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 운 체제의 기반 에서 ASP 

(active server page) 로그래 을 수행하 다. ASP는 일반 인 웹 페이지 형식

인 HTM 는 HTML 문서에 SQL 구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작동을 수행하

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즉, HTM 는 HTML 문서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에게 

직  보이는 페이지의 구성을 한다면, ASP는 그러한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데이

터 검색 는 기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을 DBMS에 달하고, DBMS에서는 출력한 결과를 다시 사용자가 볼 수 있

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 인 웹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

터베이스 서버와 웹을 연동하기 한 형 인 수단이기도 하다. 그림 3.3.3은 

CANTHIS의 작동에 한 네트워크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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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활용

가. CANTHIS 개발결과  기능

(1) 웹사이트 구조

 수로 분야의 연구효율의 증 를 해 수로 련 열수력  노물리 데이터

베이스인 CANTHIS의 DBMS가 구축되었고, 웹사이트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CANTHIS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자의 근이 매우 용이하며,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개발된 CANTHIS 웹사이트의 구

조를 그림 3.3.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CANTHIS의 구조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 즉, 열수력 DB, 노물리 DB, 수로일반자료,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 등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카테고리는 여러 개의 하  웹페이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서 열수력 DB  노물리 DB의 첫 번째 항목인 ‘열수력 DB 검색’  ‘노물

리 DB 검색’이 CANTHIS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그 밖의 카테고리  

하  페이지들은 CANTHIS가 웹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의 뛰어난 사용자 근

성을 활용하기 한 측면에서 개발되었다. 즉,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개발은 본 연구

의 목 으로서 수로 분야에서 안 해석을 수행하고 있는 문가  연구자들을 

한 다소 문성을 가진 도구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수로 분야의 연구 종

사자뿐 아니라 수로 분야에 문 이지 않은 보자 는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합한 일반 인 정보  교육용 자료, 련 링크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각각의 기능

에 하여는 이후의 항목들에서 언 될 것이다. 

CANTHIS의 웹서버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도메인을 등록하여 정상 으로 운용

되고 있으며, 웹사이트 주소는 ‘http://canthis.kaeri.re.kr'이다. 웹사이트 속 시의 

기화면은 그림 3.3.5에서 볼 수 있다. CANTHIS를 이용하기 해서는 우선 로그

인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 아이디는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가 직  생성할 수 있으

며, 이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로그인 후 수정할 수도 있다. 방문자로 로그인 하

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열수력 데이터베이스

열수력 데이터베이스는 CANTHIS>열수력DB>열수력DB검색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열수력 DB를 이용하기 해 간단한 검색엔진이 제작되었으며 검색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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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에서 볼 수 있다. 열수력 DB검색을 해 사용자는 화면 왼쪽의 풀다운

(pull down) 메뉴에서 열수력 상(Phenomena), 련변수(Parameter), 실험명/실험

장치명(Test/Facility), 사고조건(Accident), 그리고 계통/부품번호(System/Comp.) 

등의 카테고리  하나를 지정하여 검색어를 텍스트 편집창에 입력하면 된다. 카테

고리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Select'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을 그 로 두면 된다. 각 카

테고리별 입력 형식은 비교  자유롭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를 

들면, 거의 모든 자료의 언어가 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색어 한 문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 이는 국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검색어의 오차를 사

에 배제하기 한 것으로 를 들면, 'CANDU'라는 단어를 ‘ 수로’, ‘가압 수로’, 

‘ 수형원자로’, ‘ 수형 원자로’, ‘캔두’, ‘캔두형원자로’ 등으로 사용자에 따라 다양

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개발과정에서 이러한 검색어 호환기능을 

모든 검색어에 용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검색어 입력시의 

지침을 표 3.3.6에 간단히 정리하 다. 

열수력 DB의 검색은 앞에서 언 된 자료별 추출정보  표 3.3.5에 열거된 각 

데이터테이블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방 한 양의 데이터로

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다 빨리 볼 수 있게 하기 해 검색어 입력창을 두 

개로 만들어 ‘AND' 는 ’OR'를 사용하여 조건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당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르면 그림 3.3.7(a)와 같은 검색결과 리스트화

면이 출력된다. 검색결과에서 사용자는 각 데이터에 한 간단한 정보를 볼 수 있으

며, 화면 오른쪽의 각 데이터의 축소그림을 선택하여 그림 3.3.7(b)와 같은 상세결과

를 출력할 수 있다. 상세결과에서는 자료 정보추출  입력 단계에서 데이터테이블

에 입력된 실험데이터에 한 문헌정보  기술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부분 실험결과로부터 도출된 그래 의 형태이므로 필요

시 사용자는 결과 그림 하부에 있는 ‘데이터 편집툴 사용하기’를 선택함으로써 디지

타이 (digitizer)를 이용하여 그림으로부터 텍스트화 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3) 노물리 데이터베이스

노물리 데이터베이스는 웹페이지의 CANTHIS>노물리DB>노물리DB검색 메뉴에

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열수력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다. 노물리 데이터

베이스 검색창의 풀다운 메뉴는 임계시설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즉, 'ZED-2', 

'DCA', 그리고 ‘Pelinduna Zero'이며 임계시설을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

색‘ 버튼을 러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결과의 출력형태는 열수력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검색결과가 리스트로 표시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상세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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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 기능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CANTHIS는 수로에 문 이지 않은 사용자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마련하 다. 이러한 부가기능들에는 물론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를 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CANTHIS는 수로 련 문 

사이트로도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림 3.3.4에 보이는 여러 하  페이지

에 한 내용을 정리하 으며, 주요 웹페이지의 모양을 그림 3.3.6에서 볼 수 있다. 

(가) 주요실험 소개

․ 치: CANTHIS>열수력DB>주요실험소개

수로에 련된 주요 실험에 한 목록과 원자력 안 규제 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된 CATHENA 코드의 검증해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나) 수로 사고분류체계

․ 치: CANTHIS>열수력DB> 수로사고분류체계

월성 2,3,4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의 제15장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사고분

류체계를 정리하 다. 사고체계는 일차계통사고, 증기  수계통사고, 감속재계통 

고장, 차폐냉각계통 고장 등의 4가지로 분류되며, 각 사고별로 최종안 성분석보고

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에 한 리스트를 볼 수 있다. 각 사고별 사건

개 시나리오는 최종안 성분석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ANTHIS에서는 분류

체계만을 소개하 다. 

(다) 수로 계통  부품 목록

․ 치: CANTHIS>열수력DB> 수로계통/부품목록

수로의 주요 계통  부품목록이 이를 나타내는 BSI(basic subject index) 번

호의 표로 나타나 있다. BSI 번호를 통하여 수로의 체계 인 계통  부품 분류

를 확인할 수 있다. 본 페이지는 열수력 DB검색 시에 계통  부품을 선택한 경우

에 참고자료로도 사용된다. 

(라) CANTHIS 데이터베이스 체계

․ 치: CANTHIS>열수력DB(노물리DB)>DB자료체계

본 보고서에서 언 한 자료로부터의 정보추출방법  DBMS 내의 자료분류체계

를 명시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CANTHIS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자료분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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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임계시설 개요

․ 치: CANTHIS>노물리DB>임계시설

CANTHIS의 노물리 데이터베이스가 수로 련 임계시설에 한 실험데이터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임계시설에 한 이해를 돕기 해 임계시설에 한 정의, 

특성, 목 , 의의 등을 서술하 다. 

(바) 주요 임계시설 황

․ 치: CANTHIS>노물리DB>주요임계시설 황

본 항목에서는 세계의 존하는 임계시설을 모두 나타내었다. 화면에 나타나는 

세계 도의 각 륙을 선택하여 지역별 임계시설 황을 볼 수 있다. CANTHIS에

서는 노물리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3개의 수로 련 임계시설에 한 하  페이

지를 따로 구성하여 이들에 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화면의 상부에 

있는 수로 련 임계시설의 명칭을 선택하여 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사) 수로 련 학습자료

․ 치: CANTHIS> 수로일반> 수로학습자료

수로 련분야에 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나 원자력분야의 보

자를 한 교육자료이다. 본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PDF

형식의 일로 작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자료는 IAEA에서 제공한 ‘Introduction to 

CANDU'로서, CANTHIS 개발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입수된 자료이다. 수로의 반

인 개요에서부터 각 시스템의 역할  운 에 한 사항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

으며, 각 페이지별로 음성으로 녹음된 설명까지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는 

’HOW and WHY the CANDU designed the way it is'라는 제목의 자료로, 그 내

용은 첫 번째의 IAEA자료와 유사하나 수로의 표  특징들을 서술식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 수로 용어집  약어집

․ 치: CANTHIS> 수로일반> 수로용어

CANTHIS의 활용성 측면에서 가장 큰 장  의 하나로 표될 수 있는 기능

이다. 재 책자의 형태로 되어있는 수로원  표  용어집과 약어집을 웹페이지에 

수록하 다. 각각의 하  페이지는 문을 기 으로 하여 알 벳순으로 용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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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찾아보기 쉽게 제작하 다. 

(자) Advanced CANDU Reactor 련 자료

․ 치: CANTHIS> 수로일반>ACR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USNRC)에서 주최한 ACR(Advaced CANDU Reactor) 

워크 (2002년 9월)자료를 수록하 다. 본 자료에는 ACR의 개요, 기술  배경, 

표  설계내용 등의 기술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차) 웹문서 자료실

․ 치: CANTHIS> 수로일반>LIBRARY

캐나다의 웹사이트 canteach.candu.org에서 보유하고 있는 웹문서들을 링크하

여 정리하 다. CANTHIS 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

로 많은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카) 련링크 자료실

․ 치: CANTHIS> 련링크

수로 련 국내외 기 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한다.

(5) 리자 모드

CANTHIS의 로그인 모드는 일반사용자모드와 리자모드로 구분된다. 리자모

드는 일반사용자모드와는 달리 DBMS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즉, 리자

는 데이터의 수정  추가, 사용자의 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CANTHIS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정기 인 자료의 추가 입력이 필수

이다. 자료의 입력은 CANTHIS 웹사이트에 리자로 로그인으로 한 후에 좌측 

하부에 있는 ‘Admin'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3.9는 리자 모

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기능 즉, 회원목록열람, 자료목록열람, 그리고 자료의 

입력 에서 열수력자료 입력 화면을 나타낸다. 단, 자료나 회원의 삭제는 웹페이지

의 리자모드에서는 수행할 수 없고, SQL Server 2000내의 테이블에서 직  수

행할 수 있다. 

나. CANTHIS의 활용방안

CANTHIS는 수로 안 해석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데이터의 용이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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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데이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해 설계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스템은 여러 문가들의 자문  해외 논문발표를 

통해 개발방안의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다. CANTHIS와 같은 수로 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은 연구의 분야  다양성 측면에 입각하여 경수로 분야에 비

해 련 실험데이터의 양이 상 으로 은 수로 련 분야에서 오히려 더 효과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기 해서는 개발된 시스템에 한 활발한 이용  

한 활용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CANTHIS의 한 활용을 해서는 CANTHIS가 갖고 있는 ‘웹 기반 시스템’

이라는 근본  특성을 최 한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학계  연구계에 극 인 홍

보가 필요하며, 가능한 범  내에서 최 한의 사용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 리

자에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사용자의 불편이나 시스템의 보완사항 등을 

지속 으로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CANTHIS는 앞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수로 안 해석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는 필요한 실험데이터 

 참고자료의 용이한 확보, 그리고 업무의 효율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학생이나 일반인에게는 수로 분야의 홍보  기 지식을 달하는 데 충분한 기

여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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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CATHENA 코드 분석  평가에 사용된 SET 실험 목록

번호 실험명

1  Refill of an Empty Heated Tube

2  Marviken Blowdown Test #10

3  Countercurrent Flow Limit in a Vertical Pipe

4  Adiabatic Refill of an Empty Pipe

5  Adiabatic Refill of a Pipe Containing a Seven Rod Bundle 

6  Marviken Blowdown Test T-11

7  Christensen (1961) Power-Void Experiments 11 and 12

8  THETIS Level Swell Experiments

9  Condensation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a Noncondensible Gas

10  HP-13 Closed, Two-Phase thermosiphon

11  Horizontal-to-Vertical Flooding Downstream of an Elbow

12  Vapour-Pull Through and Liquid Entrainment

13
 Assessment of Stratification Flow Criteria CWIT-1172 & Horizontal 

Pipe

14  Flow Stratification CWIT-1164 Test

15  Countercurrent Flow Limit in a Vertical Tube & Horizontal Pipe

16  Fuel Channel Deformation Tests

17  Moby-dick, Super-Moby-Dick and Ilic & Bryant Steady-State Tests

18
 Forward Two-Phase Flow Through Orifices and Abrupt Area 

Changes

19  High-Temperature Zirconium-Steam Reaction Experiments

20  MAPLE Single-Pin Subcooled Boil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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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CATHENA 코드 분석  평가에 사용된 CT 실험 목록

번호 실험명

1  CWIT "Standing Start" Test 959

2  CWIT Heated Channel Refill Test 848

3  CWIT Heated Channel Refill Test 774

4  RD-14 Boiler Top-Blowdown Test B8510

5  RD-14 Boiler Top-Blowdown Test B8522

6  Pressure Tube Circumferential Temp. Distribution Tests 1-4

7  RD-14 Steam Generator Characterization Test C8613

8  RD-14 Steam Generator Characterization Test C8626

9  RD-14 Steam Generator Characterization Test C8627

10  Full-Scale Header Water Injection Test 505

11  Pressure Tube Circumferential Temp. Distribution Tests 3&4

12  CWIT "Standing Start" Tests 937 & 939

13  LASH Steady-State Tests 249 & 255

14  CHAN Thermal-Chemical Single-Pin Tests CS11 & CS13

15  Out-of-Pile Fuel Channel Experiment CS78

16  CHAN Thermal-Chemical Multi-Pin Test CS76

17  LASH Tests 506 & 520 and CWIT-1095

18  CWIT "Standing Start" Tests CWIT-974 & CWIT-975

19  LASH Small-Break Tests 730, 736 and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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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CATHENA 코드 분석  평가에 사용된 IET 실험 목록

번호 실험명

1  International Standard Porblem 18. LOBI-MOD2 TEST A2-81

2  Wolsong Spill Incident of 1984 Nov. 25

3  RD-14 Thermosiphoning Test T8513

4  RD-14 Thermosiphoning Test T8515

5  RD-14 Thermosiphoning Test T8517

6  RD-14 Small Inlet Header Break Test B8601

7  RD-14 Flow Stability Test T8602

8  RD-14 Thermosiphoning Test T8602

9  RD-14 Flow Stability Test L8705

10  RD-14 Critical Inlet Header Break Test B8713

11  RD-14 Parallel Channel Test B8308

12  Point Lepreau Reactor Trip of 1983 Dec. 20

13  RD-14 Large Outlet Header Break Test B8711

14  RD-14 Inlet Header Break Test B8715

15  RD-14 Partial Inventory Test B8711

16  RD-14 Inlet Header Break Test B8603

17  RD-14 Outlet Header Break Test B8711

18  RD-14 Inlet Header Break Test B8604

19  RD-14M Transition to Thermosiphoning Test R8909

20  RD-14M Blowdown Test B9001

21  RD-14M Blowdown Test B9006

22  RD-14M Thermosiphoning Test T8808

23  RD-14M Transition to Thermosiphoning Test R8907

24  RD-14 Partial Inventory Test T8809

25  RD-14 Partial Inventory Test T9002

26  RD-14 Partial Inventory Test T8802

27  RD-14 Partial Inventory Test T8903



KAERI/RR-2500/2004

- 139 -

표 3.3.4  열수력 자료 분류에 사용된 상 목록

번호 열수력 상

1  Break Discharge and Critical Flow

2  Critical Heat Flux and Post Dryout Heat Transfer

3  Condensation Heat Transfer

4  Convective Heat Transfer

5  Coolant Voiding, Void Generation and Nucleate Boiling

6  Counter-Current Flow and Counter-Current Flooding Limit

7  Density Driven Flows and Natural Circulation

8  Flow Oscillation, Flow Stagnation and Flow Stratification

9  Fuel Channel Deformation

10  Heat Transport Pump Characteristics

11  Level Swell and Void Holdup

12  Pipe Thrust and Jet Impingement

13  Quench Rewet

14  Radiation Heat Transfer

15  Conduction Heat Transfer

16  Waterhammer

17  Zircaloy-Water Thermal Chemical Reaction

1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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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각 테이블의 설계값

테이블명 열이름(객체) 객체내용 데이터형식 길이 NULL값

thdata

(열수력)

Num 열수력데이터일련번호(자동) int 4

DocID 문서고유번호 int 4

PaperClass 문서종류 varchar 100 허용

PubYear 발표연도 int 4 허용

DocTitle 문서제목 varchar 500

Author 자 varchar 500

Publisher 학술지명, 회의명, 발표기 varchar 1000 허용

Abstract 록, 요약문 text 16 허용

ExpName 실험명, 실험장치명 varchar 100 허용

Affiliation 실험수행기 varchar 100 허용

Country 국가명 varchar 50 허용

Condition 실험조건 varchar 500 허용

EquipFile 실험장치그림( 일) varchar 500 허용

DataID 데이터고유번호 int 4

DataTitle 데이터제목 varchar 500

Phenomena1 련 열수력 상 1 varchar 100 허용

Phenomena2 련 열수력 상 2 varchar 100 허용

Parameter1 심변수 1 varchar 500 허용

Parameter2 심변수 2 varchar 500 허용

AccLevel 가상사고조건 varchar 1000 허용

BSINum 계통  부품번호 int 4 허용

Remark 기타 특이사항 varchar 1000 허용

Filename1 실험데이터( 일) varchar 500

Filename2 보조  참고자료( 일) varchar 500 허용

neutdata*

(노물리)

Num 노물리데이터일련번호(자동) int 4

Facility 임계시설명 varchar 100 허용

EquipFile 실험장치그림( 일) varchar 500 허용

DataID 데이터고유번호 int 4

DataTitle 데이터제목 varchar 1000

Parameter1 심변수 1 varchar 500 허용

Parameter2 심변수 2 varchar 500 허용

Parameter3 심변수 3 varchar 500 허용

Remark 기타 특이사항 varchar 8000 허용

FileName 실험데이터( 일) varchar 1000

FileName2 보조  참고자료( 일) varchar 1000 허용

member

(사용자)

Num 사용자테이블일련번호(자동) int 4

User_ID 사용자 아이디 varchar 10

User_Password 사용자 비 번호 varchar 10

User_Name 사용자 이름 varchar 10

[Position] 소속기 varchar 50

Email 이메일주소 varchar 50

Intro 자기소개 varchar 500 허용

[Level] 사용자 등 int 4 허용

Register 가입일 datetime 8 허용

*노물리 데이터테이블 내의 문헌정보부분은 열수력 데이터테이블의 것과 동일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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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검색어 입력 시의 주요지침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메뉴 검색어 입력 지침

공통사항 문입력을 기 으로 함 (Accident 메뉴 제외)

열수력 DB

‘Select’ 모든 검색어 입력

‘Phenomena’ 17개의 열수력 상 련 검색어 입력

‘Parameter’ 모든 측정변수 입력

‘Test/Facility’
실험명 는 실험장치의 약어 는 표  단어 

입력

‘Accident‘ 사고분류체계에 사용된 사고를 ‘한 ’로 입력

‘System/Comp.’ 련 계통  부품의 BSI번호 입력

노물리 DB 임계시설선택 모든 검색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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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데이터로부터의 정보 추출

그림 3.3.2  CANTHIS 데이터베이스의 ER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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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CANTHIS의 네트워크 구조

그림 3.3.4 CANTHIS 웹사이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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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CANTHIS 웹사이트의 기화면

그림 3.3.6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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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검색결과 리스트

(b) 상세검색 결과  데이터 정보

그림 3.3.7 데이터 검색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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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ME (b) 수로 계통  부품 번호

(c) 주요 임계시설 황 (d) 수로 약어집

  그림 3.3.8 CANTHIS의 주요 웹페이지

  

그림 3.3.9 열수력 자료 입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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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로 안 해석 방법론 개선

제 1   Power Pulse 안 안에 한 노심안 여유도 평가방법론 

개선

1. 연구 목   필요성

수로 안 해석  안 검증용 노심설계 코드의 노심 동특성 모사방법론의 타당성 

평가  신뢰성 분석하기 하여 ENDF/B-VI의 핵종별 지발 성자 분율군을 입력으로 

WIMSD-5B  PPV코드를 이용한 연소도종속 지발 성자군 모델을 개발하 다.

각종 반응도 삽입조건에서의 출력천이를 모사하여 FSAR의 6군 모델과 비교, 분석하

다. 한 RFSP와 연계 방안 제시하기 하여 WIMSD-5B와 RFSP 연계계산을 한 

Tape16 응 file 개발하 다.

2. 연구 내용

가. 지발 성자 특성평가

CANDU-6의 지발 성자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표 4.1.1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

여 코드계산 수행하 으며, 비교 모델은 모두 ENDF/B-VI 자료로부터 계산되었다.

Case 군 구조

Case1 6Group (ENDF/B-VI 자료값)

Case2 8Group (ENDF/B-VI 자료값)

Case3
6Group + 11Group Delayed Photo-neutron Data for CANDU 

(ENDF/B-VI 자료값)

Case4
8Group + 11Group Delayed Photo-neutron Data for CANDU 

(ENDF/B-VI 자료값)

Case5
6Group Delayed Photo-neutron포함 Data 

(월성CANDU Reactor FSAR) 

표 4.1.1 지발 성자군 모델 설정

격자 코드 별 기하학  구조 모델 방법, 공명 역의 군분류, 연소 진행에 따른 핵변환 

고리의 취 , 에 지 군별 반응도 차이, 격자 상수 평가 등에 따라 성자 스펙트럼, 주요 

핵종들의 농도  반응률 등이 다르게 평가됨. 이러한 각 코드의 특성 차이를 반 하기 

해 각 코드(WIMSD-5B, WIMS-AECL, PPV)를 통해 산출된 핵분열 반응률을 가 (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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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하여 지발 성자 분율 계산한다.

 



 
  









 





                       (4.1.1)

여기서,

j : 핵분열성 핵종,

  : 핵종의 핵분열 반응,

 : j핵종의 수 도 (#/cc), 그리고

∅  : 성자 속 분포.

WIMSD-5B와 WIMS-AECL을 통해 계산된 지발 성자의 분율은 연소도에 계없

이 비슷하나 PPV의 경우 기 연소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소도가 진행됨에 

따라 6군, 8군의 경우에 차이를 보임. 이는 WIMSD-5B와 WIMS-AECL의 경우 모두 다

군 에 지 스펙트럼을 가지며 모체가 WIMS-D4이므로 계산 방법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단되나 PPV의 경우 1.5군 방정식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공명 역의 취 , 연소

도 계산 등의 요인과 속 성자인자에 의한 
238U의 핵분열 반응율의 단순 계산방법에 한 

불확실성 의해 WIMSD-5B와 WIMS-AECL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연소도 진행에 따라 코드별 지발 성자 분율 계산결과 상 으로 지발 성자 분율이 

작은 Pu가 생성되므로 출력 변화에 미치는 지발 성자의 향이 크지 않다.

FSAR에 의해 평가된 지발 성자 분율은 실제 지발 성자 분율에 비해 과도한 보수

성을 가지고 있다.

연소도 

(MWD/TeU)

FSAR WIMSD-5B WIMS-AECL PPV

β β 오차 β 오차 β 오차

  0  ( 기) 0.00785 0.0075 4.60% 0.00753 4.25% 0.00727 8.07%

4000 (평형) 0.00586 0.0056 4.50% 0.00525 4.59% 0.00547 7.17%

표 4.1.2 각 코드의 총 지발 성자 분율  오차

성자의 향과 지발 성자군이 세분화된 Case4의 경우가 모든 향을 고려했다

고 단되는 바 WIMSD-5B와 WIMS-ACEL을 통해 계산된 19군 지발 성자 군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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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의 결과값의 평균을 기 으로 그 차이를 표 4.1.3에 나타내었다.

Reactivity (mk) -5 -3 -1 1 3 5

0MWD/

TeU

FSAR 1.746 4.769 45.168 12.326 0.993 0.081 

WIMSD-5B -0.015 -0.028 -0.215 -0.363 -0.014 -0.002 

평균  (WIMSD-5B, 

WIMS-AECL)
5.929 15.482 79.267 39.092 3.060 0.541 

WIMS-AECL 0.015 0.028 0.215 0.363 0.014 0.002 

PPV -0.276 -0.447 -1.320 -1.558 -0.243 -0.032 

4000M

WD/Te

U

FSAR 1.191 3.019 26.379 8.043 0.450 0.038 

WIMSD-5B 0.091 0.176 0.823 0.494 0.036 0.004 

평균 (WIMSD-5B, 

WIMS-AECL)
2.854 8.758 53.279 21.350 1.168 0.343 

WIMS-AECL -0.091 -0.176 -0.823 -0.494 -0.036 -0.004 

PPV -0.833 -1.672 -6.020 -4.199 -0.305 -0.038 

표 4.1.3 19군 지발 성자 군 모델에서의 원자로 주기 차이

LOCA시에 지발 성자 향을 살펴보기 해 LOCA 시 발생하는 반응도가 

7.9±0.6mk라 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반응도 순간삽입을 통해 원자로 주기를 계산한 결

과는 표 4.1.4와 같다.

Reactivity 7.3mk 7.9mk 8.5mk

출력 코드
Reactor 

Period

Trip 

Time

Reactor 

Period

Trip 

Time

Reactor 

Period

Trip 

Time

0MWD/TeU

WIMSD-5B 0.23022 0.0302 0.19926 0.02769 0.17561 0.02557

WIMS-AECL 0.2239 0.03004 0.19454 0.02747 0.17201 0.02531

FSAR 0.24276 0.03043 0.20858 0.02777 0.18269 0.02556

4000MWD/Te

U

WIMSD-5B 0.18591 0.02934 0.16619 0.02667 0.15078 0.02466

WIMS-AECL 0.18389 0.02898 0.16468 0.02662 0.14983 0.02462

FSAR 0.19434 0.02928 0.17254 0.02686 0.15531 0.02482

표 4.1.4 LOCA 발생 시 코드별 원자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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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IMSD-5B와 RFSP 연계계산을 한 Tape16 응 file 개발

수로 노심해석 코드시스템으로 개발된 PPV-RFSP체계가 원자로의 노령화로 인한 

보수성 확보에 충분한 여유도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과 CANFLEX와 같은 새로운 핵연

료의 개발에 따른 안 해석 방법의 신뢰성 향상 필요성과 같은 인허가 요건의 환경변화에 

비하여 WIMSD-5B/RFSP 체계 개발이 필요하 다.

따라서, WIMSD-5B output file로부터 Tape16을 생산할 수 있는 연계 코드를 개발

하기 해 WIMSD-5B의 source file과 output file의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

의 로그램 내의 치  상태를 고려하여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WIMSD-5B의 출력데이터를 Tape16과 동일한 형태와 내용

을 갖추도록 생산하여 RFSP에 입력자료 file로 제공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 다.

WIMSD-5B의 출력자료를 읽어 WIMSD-5B 코드 source file 자체를 변환하는 방

법으로 Tape16 생성하 다.

WIMS-AECL tape16은 각 record가 KEY1,KEY2,N,(DATA(i),i=1,N) 형태로 구

성되며 KEY1  KEY2는 각각 WIMS-AECL의 입력data의 record 이름과 record에 

포함되는 data의 특징을 표기하는 10자의 문자(alphanumeric)이며, N은 DATA에 수록

된 데이터 수를 나타내고. 표의 좌변에 DATA(i)의 이름  내용, KEY2를, 우변에는 이

에 응하는 WIMSD-5B의 DATA(i) 이름과 코드 내 치를 정리하여 수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유도하 다.

WIMSD-5B 코드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문가들의 노력이 집합된 매우 복잡

하고 정교한 로그램으로서 완벽한 수정에 어려움이 상되나 이론의 개선이 아닌 구조

의 변경에 국한되므로 검증을 한 별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 한다.

3. 연구 결과  활용

지발 성자 분율의 재평가를 통한 출력 변화 결과 큰 반응도 삽입 시에는 운  정지 

시간이나 원자로 주기의 계산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안  여유도 계산

에 지발 성자의 향은 크지 않으며 지 까지의 연구를 보완하기 해서는 좀더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향후 연구 방법으로는 CERBERUS와 같은 2군 3차원 코드를 통해 역별로 다른 연

소도의 핵연료가 출력펄스에 미치는 향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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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LOCA시 CATHENA를 이용한 핵연료채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

1. 연구 목   필요성

수로는 그 설계개념이 경수로와 비교하여 아주 다르고, 원자로 설계기  사고시 원

자로를 보호하기 해 설치되는 안 계통도 그 설계개념이나 설계근거가 경수로와 크게 다

르다.  원자로 냉각이 상실되는 경우 원자로를 안정된 정지 냉각상태로 유지하는 궁극

인 냉각원은 경수로의 경우 잠열냉각계통을 통한 해수인데 반해 수로의 경우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감속재탱크이다. 따라서 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이 실

패하면, 수로는 핵연료에서 장기간 방출되는 잠열의 부분을 잠열냉각계통이 아닌 핵

연료와 감속재 탱크내의 온감속재간의 복사열 달 기구를 통해 냉각시킨다. 아런 이유

로 가장 심각한 설계기 사고로 지 까지 알려진 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 과열, 팽

창되는 핵연료채 의 건 성이 원자로 안 성 유지여부 단에 요한 기 이 되며  최

후보루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수로 안 해석코드인 CATHENA코드를 이용하여 비상

노심냉각계통이 가용치 않은 경우에 발생한 형 냉각재배  단사고 (LB LOCA)시, 핵

연료채 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해 핵연료채 의 과도 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카나다에서 도입된 핵연료채  안 해석 체제인  CATHENA, CHAN-II 연계해석체제

를 CATHENA코드로 일 성있게 통일하는 새로운 핵연료채  해석체제  련 해석

방법론을 구축함과 그 타당성입증을 목표로 한다.

일반 으로 LBLOCA시 수행되는 수로 핵연료채  해석은 핵연료채 내의 압력이 

기압 근처까지 떨어지는 시 인 40 를 후로 하여 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와 post-blowdown channel analysis로 나뉜다. 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는 사고개시 시 부터 40 까지 수행되는 업무를 지칭하며, 핵연료채 을 수력

학 으로 단일채 로 모사한 단일채  모델 내에 별출력  높이에 따라 수개의 그룹으

로 나뉜 표 핵연료 들이 치한 핵연료 채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반면에 사고

개시 40  후 부터 약 1시간동안 비상노심냉각수가 공 되지 않는 거의 채 내 유동 정

체상태에서 핵연료  압력 이 어떤 과도상태를 겪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해석이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이다. 후자의 경우 핵연료 내에서 생산되는 decay 

power를 채  내 증기유동이 히 냉각시켜  수 없으므로 핵연료 온도가 차 상승하여 

1000oC 이상까지 오르며 이 상태에서 주된 열제거 기구(mechanism)는 채 내 고온 핵연료  

 압력 으로부터 60oC  상당의 온 칼란드리아 으로 배출되는 복사 열 달이다. 이러한 

복사 열 달을 효과 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채  내에 치한 핵연료 과 압력 , 칼란드리

아  간의 상호작용을 공간 분포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수력학 으로 단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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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다  부수로 채 로 채 내의 열 달 상을 모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따라

서 이를 해 채 해석모델을 수력학 으로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된 부수로 채 로 핵연료

채 을 모사하는 post-blowdown 해석모델을 도입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고온의 핵연료

다발과 압력  그리고 온의 칼란드리아  사이의 기하학  배치를 고려한 복사열 달 

모델을 도입하 으며, 고온에서 발생하는 속-증기간 발열반응을 모사하기 한 고온 화

학반응모델도 도입되었다. 한 압력  팽창으로 인한 압력 -칼란드리아  간의 으

로 인한 열 도도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도 새로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형 배 단사고시 핵연료채 해석 코드체제에 있어서 기존의 카나다

에서 도입된 핵연료채  안 해석 체제인  CATHENA, CHAN-II 연계해석체제를 

CATHENA코드로 일 성있게 통일하는 새로운 핵연료채  해석체제  련 해석방법

론을 구축함에 그 목 이 있다.

한 본 새로운 해석체제의 검증을 해 post-blowdown 실험인 CS28-1에 한 3

차원 유동장해석 코드인 CFX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검증을 바탕으로 기존 

37-  기 핵연료 장  채 의 post-blowdown해석용 benchmark 문제도 생산할 계

획이며, 이는 상기 신 핵연료채  해석체제  련 해석방법론의 근간이 되는 

CATHENA모델을 검증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2. 연구 내용

가. CATHENA용 Post-Blowdown 해석모델 개발  검증 해석

(1) Blowdown 해석모델(그림 4.2.1)

본 모델은 기존 월성 2,3,4호기 인허가시 사용한 CATHENA 핵연료 채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핵연료채 을 수력학 으로 단일채 로 모사한다. 이 단일채  내에 

37개의 핵연료 을 각각 따로 모사하지 않고,  출력  높이 수 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나 어 각 그룹별로 표 핵연료 을 가정, 이런 핵연료 이 수개가 함께 있

다고 모사하고, 복사열 달 모델의 경우 개개 의 치에 따라 핵연료와 압력 , 압

력 과 칼란드리아  간의 복사열 달 모델을 모사하여 체 핵연료 채 모델을 구성

하 다.

Solid structure model은 압력 , 칼란드리아 , 핵연료 을 포함하고, 보조 열

달 모델은 복사모델, 고체-고체간 열 도모델, 핵연료채  변형모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노물리해석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일차열 달계통(PHTS) 회로해석  Fuel 

Channel Blowdown해석에서 결과물로 계산되어 Fuel Channel Post-blowdown해

석에 경계조건이나 기상태조건 입력으로 달되는 해당 채  입출구  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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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태변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열 달계통 주요 상태조건: 입,출구 헤더 과도조건, 해당채  power pulse 

 과도출력, 해당 채 내 장  핵연료다발의 축방향 출력분포  다발내 별 

출력비, 해당채   핵연료 다발의 기하학  자료, 핵연료 채  내 각 부수로의 

기하학  자료 등)

- Blowdown 계산 말기 조건 (각 핵연료 온도, 압력  온도  변형된 압력  반

경, 칼란드리아  온도, 압력 내 임의 축방향 치에서의 2상 냉각재 온도, 

도, 속도   압력, 채  입구 냉각재 주입율 등)

                       

  

그림 4.2.1 LOCA Blowdown 용 CATHENA 핵연료 채  모델

(2)  Post-blowdown 해석모델

본 해석은 blowdown으로 인해 채  내 냉각수재고가 거의 고갈됨으로 인해 재개

되는 핵연료와 압력 의 가열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며, 사고 개시 40  후 부터 약 

1시간동안 비상노심냉각수가 공 되지 않는, 채 내 유동이 거의 정체상태에서 핵연

료  압력 이 어떤 과도상태를 겪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해석이다.

Blowdown해석 종료시 에서의 핵연료, 압력 , 그리고 칼란드리아 의 온도  

압력  반경방향 스트 인과 압력  압력이 본 해석의 기조건으로 사용된다.

본 해석은  CATHENA로 수행되며 지르코늄/증기 반응율을 최 화하는 최악의 증

기유량조건과 증기  수소유동에 의해 제거되는 열을 최소화시키는 그리하여 핵연료 

최고온도와 최  수소생성을 래하는 증기유입량을 결정하는 민감도분석 성격의 해

석이다. 따라서 본 해석을 통해 격납용기로 방출되는 수소 source를 계산하고 핵연료

와 압력 의 온도 그리고 압력  변형으로 인한 PT/CT contact으로 생기는 감속재로

의 격한 열 달율도 얻어져 이때 칼라드리아  외벽에서 dryout발생여부를 확인한

다.

핵연료채 의 post-blowdown해석에 사용할 CATHENA 핵연료채  부수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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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존 미완성모델로부터 개발, 시범계산을 통해 모델의 성을 확인하 다. 기존 

수로해석방법론인 CHAN-II코드의 모델과 본 CATHENA 모델과 비교하여 주요 모

델링상의 차이 을 그림 4.2.2에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CHAN-II 핵연료 채  모델 CATHENA 핵연료 채  모델

    

1

2

3

4

. 

. 

. 

1

4

3

2

. 

. 

. 

 CHAN-II 핵연료 채  부수로

축방향 network

ATHENA 핵연료채  부수로

축방향 network

그림 4.2.2  CHAN-II와 CATHENA 코드용 핵연료 채  모델의 비교

나. 핵연료채  연계해석체제 구축

(1) Blowdown  Post-Blowdown해석 연계 로그램 개발

사고개시 40 경을 경계로 구분되는 blowdown핵연료채  해석과 2단계인 

post-blowdown핵연료채  해석을 연결시키는 processing program을 개발하 다.

두 가지 독립 인 핵연료 채  해석을 자동 으로 연계시키는 이 로그램의 주요 



Blowdown 해석 Post-Blowdown해석

연계

Blowdown-Postbl

owdown 해석 간 

연계되는

주요 상태변수

핵연료 온도

PT,CT 온도

변형된 PT 

직경,두께

국부 열수력 

조건

PT-CT간 

국부 열 도 

계수

모델링 역

환별, 

축방향별 

출력분포

핵연료다발

사이의 mixing 

고려

post 경우

PT ballooning

에 의한 다발의 

처짐 고려 가능

post 경우 

PT-CT간

 열 달 

모델 

상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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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높이별로 13개. 

내측, 외측으로 

각 2가지 

표 으로 총 

26개 핵연료

inter-mixing 

고려된 평행한 

4개의 부수로 

채

원주방향 16개 

역

26개 

핵연료 과 

16개 PT 

seg.간의 

열 달 모사

각 축방향 

치별로 

고려 가능

16개 PT seg.와 

16개 CT 

seg.간의 

열 달 모사

출력별로 

10개 표 

단일 채

원주방향 

12개 역

10개 -12

개 PT seg. 

간의 

열 달 

모사

각 축방향 

치별로 

고려 가능

12개 PT 

seg.와 

12개 CT간 

복사열 달

핵연료

수력학

모델

압력

복사열

달모델

Solid-to

-Solid 

열

달

압력 -

칼란드리

아  

복사열

달 모델

내용을 그림 4.2.3에 도시하 다. 상세한 내용은 KAERI 기술보고서, “CATHENA를 

이용한 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와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연계 로그램 개발  시험검증”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4.2.3 핵연료채  연결 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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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processing program을 이용하여 post-blowdown해석을 임계해석 채 인 

O-06 특성채 에 해 수행하여 그림 4.2.4와 같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4.2.4  ECCS 주입 비가용 동반한 RIH 35% LOCA 단 사고시 O-6 채 의 

최 출력 지 인 6번째 축방향 다발 치에서의 속-증기 반응으로 인한 열생성과 

증기에 의한 열제거율, 그리고 감속재로의 열 달율

(2) Blowdown  Post-Blowdown해석 연계 로그램 이용한 시범계산

연계 로그램을 이용해 원자로의 헤더가 단된 루 에 속한 모든 채 에 해 

blowdown  post-blowdown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그림 4.2.5와 같

이 기존의 월성 2,3,4호기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 본 해석체제 교체작업의 타당성

을 잠정 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림 4.2.5 ECCS 주입 비가용 동반한 RIH 35% LOCA 단 사고시 단 후단에 

치한 core critical pass에 속한 95개 핵연료채 에서 blowdown  

post-blowdown기간동안에 감속재로 달된 체 열 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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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S28-1 실험의 CATHENA모델 개선  모사

CATHENA코드용 고온채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 CS28-1 고온실험에 

해해석을 수행하 다. CS28-1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다발의 기하학  구조가 그림 

4.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로형 37  표 핵연료와 유사하므로 이 실험이 

CATHENA코드용 부수로 채 해석모델  복사열 달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는데 

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실험에 한 모사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4.2.6  CS28-2 실험용 핵연료다발의 단면도

(1) CS28-1 고온채 실험

FES(모의 핵연료)가 1.8m 길이의 압력 내에 0.30m길이로 된 6개의 부분 역으

로 나뉘어져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6개의 FES 부분 역을 압력 내에 원하는 곳

에 고정시키기 해 5개의 등 간격 질코늄 spacer plate가 끼어져 있다. 압력 과 칼

란드리아  사이에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분당 6 g/s로 흐르고 있다. 칼란드리아 은 

길이 1.65m인 수조안에 물에 잠긴채 치해 있다. 핵연료 사이를 흐르는 증기는 일정

한 온도에서 10.2 g/s의 유량으로 압력  입구 측 상부에 있는 작은 직경의 입구 배

을 통해 채  입구로 흘러들어가며, 핵연료 채  안에서 생성된 수소가스량은 실험장

치 출구에서 측정된다. 입구 증기온도는 한 력 공 량하에서 모의핵연료 온도

를 속-증기 발열반응 온도까지 올리기 해 약 700oC를 유지하 다.

실험 차는 출력 purging단계(1단계), 출력 정상운  단계(2단계), 그리고 

간 출력 가열단계(3단계),  고출력 가열단계(4단계), 고온 출력 단계(5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각단계(6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5단계가 본 해석에서 심을 두는 단

계들이다.  출력 정상상태(제 2단계)에서는: 10kW 기출력이 약 1500  동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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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때 증기유입량은 10.2 g/s 이었으며, 온도는 700oC 다. 제 5단계까지 이 유

량  입구측 온도는 지속되었다. 4단계에 출력이 135kW로 증가되었으며, FES의 최

온도가 1650oC에 도달했을 때 까지 이 게 유지되다가 5단계에 지르코늄-증기 발열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에 지  수소량을 알아보기 해 출력을 0 kW로 낮추었다.

(2) 수력학  모델, 열 달 모델과 기본 가정사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자료는 증기입구온도, 고체구조물(FES, 압력 , 칼란드리

아 )의 온도, 그리고 FES 다발에 공 된 기출력 등이다. 

수력학  모델: CS28-1에서는 FES다발이 칼란드리아  안에 동심 축으로 치

한 압력 안에 동심 축으로 치해있다. 개개의 다발은 3개의 환 (각 환별로 내측에서

부터 FES 이 4개, 8개, 16개)으로 구성된 28개의 FES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 은 없다. 냉각채 은 환과 환 사이의 빈공간  최외곽환과  압력  사이의 빈 공

간으로 모사되어, 총 4개로 모사되었다. 증기 유동은 각각의  실험장치 입출구 공간에

서와 spacer plate 치에서 섞이는 것으로 모사되었다. 

냉각탱크: 냉각 수조는 한 개의 큰 수력학  노드로 모사되었고, 오직 칼란드리아 

과 열 으로 연결되어 있게 모사되었다.

(3) 고체 구조물 모델

28개의 FES 들은  출력수   배치된 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모사

되었다.  각 그룹에 소속된 FES 들은 다 같게 모사되었으며, 결과 으로 원주방향 

쪽으로 구분된 심축을 향한 내측 sector와 바깥방향을 향한 외측 sector내에서는 

각각 균질한 온도분포를 래  되었다.

각각의 FES 은 반경방향으로 6개의 역으로 나뉘었다. 흑연 히터 역, 1차 헬

륨 갭, 알루미늄 연소결체, 2차 헬륨갭, 질코늄 피복재, 그리고 피복재외곽의 산화질

코늄막이다.  질코늄과 증기간에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은 질코늄 표면에

서 생성된다고 가정하 다. 속-물간의 반응율 모사에는 Urbanic-Heidrick 상 식

을 사용하 다.

(4) 압력 과 칼란드리아  모델

압력 과 칼란드리아 은 간에 이산화탄소로 된 연물질이 끼어있는 한 개의 

고체구조물로 모사되었다. 4개의 반경방향 역으로 모사되었는데, 이는 산화막, 질코

늄 압력 , 이산화탄소 역, 그리고 칼란드리아 이다.

(5) 고체 구조물 모델

복사열 달 모델은 FES 들 간에,  들과 압력 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모사되었

다. View factor matrix는 utility program인 MATRIX로 계산되었으며, 복사열 달 

모델에 의해 고체 구조물간의 복사열 달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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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정상상태 해석

출력 purging단계를 거쳐 출력 정상상태(제 2단계)에 도달했는데 이 때에는: 

10kW 기출력이 약 1500  동안 공 되었다. 이때 증기유입량은 10.2 g/s 이었으

며, 증기의 온도는 700oC 고, 압력은 1기압으로 추정된다. 압력 과 칼란드리아  

간의 CO2 유동은 6 g/s로 기압, 온도 미상 상태 다. 상기된 바와 같이 압력 과 칼

란드리아  모델은 solid-CO2-solid로 모사되었다.

표 4.2.1 CS28-1 실험 출력 기 정상상태 해석결과

핵연료,PT 
표면온도

(oC)

다발 1 다발 2 다발 3 다발 4 다발 5 다발 6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ner ring 
fuel (heated) 756 754 758 756 760 758 761 759 762 760 763 761

Inner ring fuel 
(unheated) 744 742 746 744 748 746 750 747 751 749 751 749

Mid ring fuel 748 744 750 745 752 747 753 748 754 749 755 750

Outer ring 
fuel 718 702 719 704 721 705 722 707 723 708 724 708

압력  내면 606 607 608 610 611 611

칼란드리아  
외면 
(감속재쪽)

65 65 65 65 65 65

복사 열 달율 
(kW) 1.180 1.187 1.192 1.197 1.201 1.205

총열 달율
(kW) 1.53 1.54 1.55 1.55 1.56 1.57

다발출구 
냉각증기 
온도(oC)

703 705 707 708 709 710

최내각부수로 
증기온도
(oC)

729 732 734 736 737 738

냉각부수로증
기온도
(oC)

720 723 725 726 728 729

외곽부수로증
기온도
(oC)

720 715 717 718 720 721

최외곽부수로
증기온도
(oC)

713 679 680 682 683 684

* 기 정상상태 히터출력은 9.08 kW, 입구증기온도는 700oC, 유량은 10.2 g/s 임.

이 모델을 이용하여 CATHENA코드로 본 조건을 모사한 결과 출력, 정상상태시 

각 모의 핵연료 과 PT, CT의 온도가 의 표 4.2.1과 같이 측되었다. 이때 복사열

달율은 7.152 kW 로 체 열 달율인 9.294 kW 의 76.95% 다. 실험 측정치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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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1.3 kW 와 비교하여 -1.948̴∼0.652 kW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주로 PT/CT간의 

복사열 달과 류열 달을 고체간의 가상 인 도열 달로 모사한데서 기인된 것으

로 사료된다.

3. 연구 결과  활용

◦ 형 배 단사고시 핵연료채 해석 코드체제에 있어서 기존의 카나다에서 도입된 

핵연료채  안 해석 체제인  CATHENA, CHAN-II 연계해석체제를 

CATHENA코드로 일 성 있게 통일하는 새로운 핵연료채  해석체제  련 해

석방법론을 구축하 다.

◦ CATHENA용 Post-blowdown 핵연료 채 해석모델을 검증하기 한 해석모델을 

검증하 다.

◦ Blowdown핵연료채  해석과 post-blowdown핵연료채  해석을 연결시키는 

processing program을 개발하 다.

◦ 개발된 연계 로그램을 이용해 원자로의 헤더가 단된 루 에 속한 모든 채 에 

해 blowdown  post-blowdown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기존의 

월성 2,3,4호기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 본 해석체제 교체작업의 타당성을 입

증하 다.

◦ 본 연구에서의 새로운 해석체제의 검증을 해 post-blowdown 실험인 CS28-1에 

한 CFX해석 모델을 개발 에 있으며, CATHENA post-blowdown 해석모델

을 근간으로 CS28-1해석 모델을 이용한 정상상태 출력실험 조건에 한 해석

을 수행하 다.

◦ 3차원 유동장을 해석하는 도구인 CFX코드를 사용하여 CS28-1을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37-  핵연료다발이 장 된 수노심에 한 psot-blowdown핵연료 채

 해석의 Benchmark 문제를 생산해, CATHENA post-blowdown 해석모델의 

검증  LBLOCA시 안 해석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 본 연구에서 구축될 새로운 핵연료채  해석체제는 가동  수로 주기  안 성평

가(PSR) 검토, 수로 원  경년열화와 수명연장에 따른 안 성 평가에 활용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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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LOCA시 핵연료채 내 열유동 상세해석 방법론 개선

1. 연구 목   필요성

CANDU에서는 비상노심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 냉각재배  단사고가 

나면 핵연료채  내에서 냉각재가 단 부 로 속히 방출되어 기포화되면서 채  출력이 

격하게 증가하는 power pulse 상이 일어난다. 이때 원자로는 보호계통의 작동으로 정

지되고, 원자로 출력은 잠열수 으로 떨어진다. 이때 안 기  의 하나는 약 1시간 동안의 

blowndown  post-blowdown 기간에 냉각기능이 상실된 핵연료 채 내에서 핵연료 압

력 의 건 성 유지와 채 의 손방지이다. 이와 같은 핵연료  압력  가열, 팽창 상에 

한 이해와 핵연료채 의 안 해석코드에 사용할 모델 개발  검증을 해서 실증 실험이 

카나다 AECL에서 수행되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과열 증기가 핵연료 채  내로 흘러가면

서 가열되다가 국부 으로 metal-steam exothermic 반응을 일으켜 수소생성으로까지 이

어져 가는 post-blowdown 상은 3차원의 국부 인 특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재 핵연료채  사고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1차원 안 해석코드인 CATHENA나 

CHAN-II을 이용하여 post-blowdown 상을 해석하는 것 보다 3차원 CFD 코드를 이용

하는 것이 실제 상을 잘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이 해석결과를 이용해서 

1차원 안 해석코드의 모사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런 목 을 해서 28  핵연료 채  실험에 한 3차원 유동  열 달 해석을 상

용 CFD 코드인 CFX5.7를 이용하여 수행해서 실험결과  CHAN-II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2. 연구 내용

가. Post-Blowdown 실험 분석

카나다 AECL에서는 post-blowdown 상에 한 이해와 기존 안 해석코드에 있

는 post-blowdown 련 모델의 검증  새로운 모델 개발을 해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장치(CS28-1)는 직경이 약 13cm, 길이가 약 2m 이며, 28개의 핵연료채 , 

압력   칼란드리아 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 기에 약 40oC 로 유지되는 감속재 수조 

안에 잠겨져 있다. 핵연료 은 기가열기로 모사하 고,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이에는 

상온, 기압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약 6 l/m 로 흐른다. 실험은 기압에서 온도가 약 700 oC 

인 과열증기를 10.2 g/s 유량으로 기로 가열되고 있는 28  핵연료 다발이 치한 압력  

내로 흐르게 하면서 핵연료, 피복 , 압력 , 칼란드리아 , 증기  감속재의 온도를 총 

84 곳에서 측정하 다. 한 실험은 post-blowdown 시나리오에 따라 약 2400  동

안 수행되었고, 실험 기에는 가열기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1500  후 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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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상승시켰다. 실험결과 분석에 의하면 가열기에서 생성된 열의 약 70～80%가 

복사열 달에 의해서 감속재 수조로 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실험장치의 증기

 입구에서는 약 700 oC 인 과열증기가 흘러 들어오면서 가열되지 않는 핵연료 모사 장치 

표면에서 응축 상이 일어나서 핵연료채  입구에서는 증기의 온도가 650～550 oC 로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CFD 해석

본 연구에서는 post-blowdown 실험에 한 비교검증 CFD 해석을 정상상태 실험에 

해서만 수행하 다.

(1) 격자모델  경계조건

CFD 해석을 한 격자모델은 실험장치의 핵연료를 모사하는 가열기부터 칼란드리아

까지 1/8 칭 조건을 이용해서 정렬격자로 약 13만 개를 생성하 다. 정상상태 실험에서는 

감속재 수조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40 oC 로 유지되기 때문에 CFD 계산의 복잡성을 피하기 

해서 감속재 수조를 따로 모사하지 않고 수조수와 된 칼란드리아 의 외벽온도를 수조

수 온도와 같도록 열 달 온도 경계조건만 주었다. 과열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입구경계조건

은 Dirichlet 조건을 사용하고 실험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었다. 출구조건은 Newmann 조건

인 압력경계조건을 사용하 고, 기 가열기에서 발생되는 열출력은 열생성(heat source) 

조건을 사용하 다.

(2) CFX5.7의 유동  열 달 모델

가열기에서 생성된 열이 도에 의해 핵연료 피복  표면까지 달되고, 피복  표면에

서는 증기에 의한 류열 달에 의해 열이 실험장치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복사열 달

에 의해 피복  표면에서 압력  내벽으로 열 달이 이루어진다. 압력 과 칼란드리아  사

이로 흐르는 이산화탄소는 유량이 작아서 거의 정체된 상태이므로, 압력  외벽과 칼란드리

아 내벽 사이의 온도차이에 의한 복사열 달만 존재한다. 이런 열유동 상을 CFX5.7에 내

장된 유동모델과 열 달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과열증기의 유동은 k-ε 난류모델과 

scalable 난류 벽법칙을 사용하여 계산하 고, 복사열 달 모델은 discrete transfer 모델

을 사용하 다.

(3) 해석결과 분석

먼  해석결과가 정상상태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해 출구측 증기 에 지 방출율

과 입구측 증기에 지 유입율의 차이와 칼란드리아 을 통해 방출된 에 지 방출율의 합이 

핵연료를 모사하는 가열기 출력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했다(표 4.3.1). 그리고 그림 4.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에서 핵연료 채  입구 내로 유입되는 증기의 온도가 측정된 2개 

치(TC64A, TC64)에서 증기 주 유동 방향으로 약 1.6m 떨어진 2개 치(TC65, 

TC66)까지의 온도변화 정도를 CFX5.7로 측된 결과와 비교하 다. 여기서TC64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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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평형(Heat Balance)

열 생성 ( 기 가열기) 류 열 달(과열 증기) 복사 열 달(칼란드리아 외벽)

1.276 KW 0.220 KW 1.052 KW

TC65  TC64와 TC66은 각각 핵연료채  내에서 동일한 높이에 치해 있다. 실험에

서는 그림 4.3.2와 같이 TC64A의 온도가 600 oC, TC65에서는 700 oC 로 약 100 oC 증가

하 고, TC64에서는 550 oC, TC66에서는 670 oC로 약 120 oC 증가하 다. CFX5.7 해석

결과에 의하면 TC65, TC66에서는 각각 710.6 oC, 659.1 oC로 측되었다(그림 4.3.2). 

CFX5.7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해서 TC65 치에서는 높게 측하고, TC66 치에서

는 낮게 측한다. 이것은 CFX5.7 해석에 space grid 5개 모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기가 space grid를 지날 때 마다 열혼합이 발생하는 것을 잘 모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압력 과 Inner FES, Inter. FES  Outer FES의 국부온도에 해서 실험과 안

해석코드인 CHAN-IIA 코드  CFX 코드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그림 4.3.3∼그림 

4.3.6에 나타나 있다. 압력  온도분포 비교에서는 CFX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거의 유

사하게 측하는 반면(그림 4.3.3), CHAN-IIA의 해석결과는 증기 주 유동방향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잘 측하지만 온도 값이 20∼70 oC 정도 실험결과와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 의 온도 증가는 주로 복사열 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

하면 CFX 해석결과가 CHAN-IIA 보다 FES, 압력 , 칼란드리아  사이에 발생하는 복사

열 달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단된다. Inner FES, Inter FES  Outer FES 온도에 한 

비교에서는 실험은 온도가 축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나지만, 

CFX 코드는 축 방향으로 약 60∼80 oC 정도 증가하고, CHAN-IIA은 CFX 보다 10∼20 

oC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증기의 온도가 축 방향을 따라서 80∼100 

oC 정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험의 FES 온도도 축 방향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정

성 으로 상되는데, 실험결과는 약간 다르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실험에서 증기의 입구 온

도가 약 100 oC 정도 차이가 있어 핵연료채  내의 열유동 상이 3차원 인 특성이 존재하

는 반면, CFX 해석은 3차원 해석이지만, 1/8 칭 격자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어 실제 상을 

모사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더구나 실험에서 Outer FES의 경우 온도

계측기가 주로 핵연료채  내 쪽에 존재하는 반면, CFX 해석의 격자모델은 핵연료채  하

부를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4.3.6과 같이 실험과 CFX 해석결과 차이가 다른 FES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표 4.3.1 정상상태 열평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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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활용

본 연구를 통해서 CFD 해석이 CANDU 핵연료채  내 post-blowdown시 3차원 열유

동 상에 해서 1차원 안 해석코드인 CHAN-IIA 보다는 실험에 더 근사한 결과를 제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FD 해석결과 에서 FES 온도에 한 측은 실험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CFD 해석 격자모델이 1/8 칭 모델을 사용하고 증기 열혼합

에 큰 향을  수 있는 space grid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CFD 해석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면 post-blowdown 실증 실험 결과를 더 잘 측할 것으

로 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수로 안 해석을 수행할 때는 3차원 상세유동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CFD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단된다. 한 고온가스로의 안 계

통은 복사열 달 상을 주로 사용하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때문에 본 연구

를 통해서 개발된 복사열 달 해석방법론이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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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로 안 해석 차서 개발

제 1   서론

1. 연구 목   필요성

국내 수로 도입국인 캐나다의 CANDU 원 의 안 해석방법은 최  물리  모델과 

보수 인 입력변수들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발 소 거동을 측함에 있어 물리  오

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보수 인 입력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사고해석 결과가 일반

에 한 방사선량, 핵연료  핵연료채  건 성, 격납건물  원자로 구조물 건 성 등

에 한 허용기 을 만족하도록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수로 안 해석에 한 체계화되고 문서화된 안 해석 차서

가 없어 수로 안 해석체계 수립  안 해석의 품질 리 개선을 해 수로 고유 안

해석 차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당해연도 연구에서는 결정론  방법에 

한 수로 안 해석 일반지침을 개발하 다.

안 해석 일반지침에서는 기사건선정, 해석방법과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산코드 선

정, 안 해석 수행 차, 불확실성과 오차의 범 에 한 검증 등에 한 일반 차를 기술

하 다.

2. 안 해석 개요

가. 안 해석의 정의  목

원자력발 소에 한 안 해석(Safety Analysis)은 원자력발 소의 안 성을 측하

기 해 원 의 가상사고를 컴퓨터로 실험하는 행 라고 정의할 수 있다[5.1]. 즉 안 해

석은 발생 가능한 각 사건들에 해 안 에 요한 기기  계통들의 정해진 설계기 들

을 만족하는가를 반복 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발 소가 모든 사건에 해 정해진 

방사선 선량  방사성 물질 방출량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장하기 해 수

행한다. 안 해석의 수행 목 을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안 성 련 설계기 사고(SRDBA)에 한 발 소 체의 거동 분석

• 공공의 건강과 안 을 하여 설정된 인허가 요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

• 인허가 요건 만족이 가능하도록 노심  계통설계 요구조건 제공

• 건설허가 신청을 한 사고해석(P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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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허가 신청을 한 사고해석(FSAR)

• 설계기  과사고(BDBA)에 한 발 소 거동 분석  설계요건 제공

나. 수로 안 해석 방법론 황분석

원자력발 소에서 상되는 사고들은 사고의 발생확률과 잠재 인 결말에 따라 설계

기 사고(DBA)와 사고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이다.

안 해석 방법은 크게 결정론  방법과 확률론  방법으로 구분된다. 설계기 사고는 

주로 보수 인 결정론  방법으로,  사고는 확률론  방법으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과거의 일반 인 례 으나, 재는 사고의 구분과 해석 방법을 이와 같이 명확하게 연

결짓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각 방법의 특성을 표 5.1.1에 요약하 다. 설계기 사고의 해

석 에서 특히 ECCS 성능 확인을 한 LOCA 해석에서는 통 인 보수 인 결정론  

방법과 더불어 확률론  최 계산 방법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규제기 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한  사고에 한 해석에도 확률론  

방법을 보완하는 결정론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캐나다의 가압 수로(CANDU)의 안 해석 근방법에서도 최 평가 물리  모델과 

선택된 보수 인 입력변수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 게 함으로써 발 소 거동 측에 

물리 으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비상운 차의 입력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보

수 인 입력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해석결과가 에 한 선량, 핵연료  핵연료채  

건 성 그리고 격납건물  원자로 구조물 건 성 등과 같은 허용기 에 해 보수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내에 최 로 도입된 수로인 월성 1호기의 안 해석의 경우 안 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분석방법  기술 내용이 매우 빈약하 으나, 월성 2/3/4호기의 경우 경수형 원자

력발 소의 안 석분석보고서에 하는 수 으로 만들라는 규제기 의 요청에 의해 안

성분석보고서[5.2]가 모두 15권으로 이루어져 그 내용  기술방법이 매우 충실해졌다. 

한, 월성 1호기에 비해 월성 2/3/4 호기의 경우 설계 변경  개선 사항이 모두 98개이

며, 이용된 안 해석 코드들도 많이 바 었다. 노물리 해석의 경우 월성 2/3/4호기 최종

안 성분석 이후에도 격자단면  분석 코드인 POWDERPUFS-V 코드가 WIMS-AECL 

코드로 체되었으며, 증분격자 단면  계산에 이용되어온 MULTICELL 코드 신 

DRAGON 코드가 사용되었다. 기존의 코드들은 실험 자료와 측의 문제 , 모형과 실험

결과의 부정확한 측 등으로 인해 불확실도를 늘려 보수 으로 해결하 으나, 최근에 이

에 한 문제 들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존의 코드들을 개선하기에 이르 다. 

한, 해석 방법에 있어서도 실제 기 원자로 운  조건은 노심의 성자속분포가 불균일

하지만 해석시에는 노심 체가 균일한 성자속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는 신에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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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고려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 원자로 노심을 실제 원자로 노심의 거동상태를 

반 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월성 1호기 열수력 안 해석에서는 정상상태 계통 해석코드로 HYDNA-2를 이

용하여 왔으며, 과도상태 해석으로는 HYDNA-3를 이용하 고, FIREBIRD 코드를 이용

하여 냉각재 상실사고를 해석해 왔다. 그러나, 월성 2/3/4호기 안 해석에서는 AECL에

서 개발된 1 차원 2 유체코드인 CATHENA 코드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열수력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SOPHT 코드를 이용한 계통해석  트립유효범  해석 등이 수행

되었다. 사고 시에는 유량, 압력 등의 범 가 매우 다양함으로 이에 한 보다 정확한 열

수력 해석을 해 CATHENA 코드에서는 Table Lookup Method를 이용하여 임계열유

속을 측하기에 이르 다. 한 국내에서는 월성 2/3/4호기 안 해석에서 SOPHT 코드

를 이용하여 트립유효범  해석을 하 으나 이후 CATHENA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고, LOCA 사고 시 방출 (blowdown) 이후 채 거동 해석을 CHAN-II 코드로 수행하던 

것을 CATHENA 코드로 체해 나가고 있고, 감속재 해석 분야에서는 3차원 CFD 코드 

(CFX  Fluent)를 이용해서 감속재 내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있다.

표 5.1.1  결정론   확률론  안 해석 방법의 일반 특성 비교

결정론  안 해석 확률론  안 해석

사고 발생 요인
요한 사고 발생 요인(공학  

단에 따라 보수 으로 선정)

모든 사고 발생 요인

(발생 상 빈도 고려)

사고 경  개발
요 사고 경  선정( 문가 의견에 

따라 보수 으로 선정)

사고 요인별 모든 사고 경  개발

(귀납  방법)

계통 신뢰도 분석 분석 안함
연역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부품 고장률, 인간 실수율 고려)

사고 경  분석

선정된 사고 경 에 해서만 

분석하되, 노심 용융 까지의 사고 

경 를 상세히 분석

모든 사고 경 를 분석하되, 노심 

용융 후의 사고 경 를 상세히 

분석

분석 결과의 활용
 기 (허용 기 )과 비교하여 

안 성 평가

상  기 으로 안 성 평가

▪ 요한 사고 요인  경  악

▪설계  차상의 취약  악

기타 특성

▪보수   강조(보수 인 가정에

  따른 상한값 계산)

▪안 성에 한 정성 인 단;

  실제 인 민감도 분석이 어려움

▪주요 심 분야의 과도 설계 

  요 사고 락 가능성

▪ 차  방법론 확립

▪최  추정  강조( 실 인

  해석에 따른 최 값과 불확실도)

▪안 성에 한 정량 인 단

  가능; 실제 인 민감도 분석 가능

▪모든 요 사고 취   최

  설계 가능

▪ 차  방법론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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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 해석 분야  연계 코드

원자력발 소의 안 해석에는 범 한 분야의 안 해석 코드들이 사용된다. 여기서 

안 해석 코드란 발 소 계통 는 기기가 어떤 거동을 보이는가를 측할 수 있도록 개

발된 컴퓨터 로그램을 말하며 일반 으로 다음의 5가지 범주로 특성화된다.

• 노물리 코드

• 연료거동 코드

• 계통, 부수로(subchannel), 기공매질 그리고 산유체역학을 포함하는 열수력 코드

• 방사성 핵종 거동분석이 겸비된 격납용기 해석 코드

• 기확산과 선량 코드

안 해석 코드는 보수  계산용과 최  계산용 코드로 구분될 수 있다. 보수  계산 

코드는 해석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  여유도가 포함된 계산 결과를 나타내므로, 계산 

결과를 바로 정해진 안  기 과 비교함으로써 안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최  계

산 코드의 경우에는 코드 계산 결과에 별도의 불확실도를 결합하여 안  기 과 비교해야 

한다.

안 해석 코드의 타당성 여부는 사용되는 수학  모델이나 상 식들의 타당성에 크게 

의존한다. 보수  계산을 한 것이든 최  계산을 한 것이든 계없이, 해석 코드는 해

석하고자 하는 사고의 개과정에 따른 모든 요한 물리  상들을 보일 수 있어야 하

며, 한 수치  정확도도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험 상 식들은 가능한 한 

실험 데이터로 부터 얻어져야 하며, 데이터의 용범 를 벗어나서 사용될 때는 그 타당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코드 계산에 있어서 입력 변수에 한 가정 등은 결과에 큰 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선정은 계산의 성격(최  계산 는 보수  계산)에 따라 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수로 안 해석에서는 그림 5.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사고별 해석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산 코드가 요구되고 코드 계산 결과는 다른 해석 분야와 연계[5.3]되어 있

다. 각 해석 분야별 분석 목   사용 코드와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노물리 분석

• 목  : 출력  연소이력 생산

• 출력펄스 : 출력과도상태 분석은 CATHENA 코드와 RFSP의 CERBERUS 모듈을 

상호 연계

• 출력 연소이력 모사 : RFSP의 SIMULATE 모듈 사용

• 시간 평균 모델 : RFSP의 TIME-AVER 모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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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수명 분포 : RFSP의 INSTANTAN 모듈 사용

• 격자 특성 : RFSP의 POWDERPUFS-V 모듈 사용

• 냉각재 순도 : RFSP의 POWDERPUFS-V 모듈의 기포효과 계산에 한 불확실도

를 해 순도 감소를 고려

• 지발 성자 자료 : 핵연료의 순간 연소도에 따른 지발 성자 자료는 RFSP의 

DND 모듈 사용

• 정지계통 자회로 : 성자 트립에 한 정지계통의 자회로는 TRIPDPG 코드 

이용

• 제2정지계통 출력펄스 : RFSP를 CATHENA 코드와 연계

(2) 트립유효범  분석

• 목  : 발 소의 체 수명기간에 걸쳐 존재 가능한 임의의 발 소운 조건에서 발

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사고에 해서도 제1정지계통과 제2정지계통 각각에 

한 유효트립변수가 있음을 증명

• 트립유효범 해석은 출력 , 노심의 핵연료 상태, 증기발생기 상태, 원자로조 계

통 상태, 액체방출밸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조건을 설정

• 일차  이차계통 유체의 열수력거동을 모사하기 한 기하학  모델과 여러 가지 

운 조건을 모사하기 한 발 소제어계통 모델링이 필요

(3) 열수력 분석

• 목  : 사고 종류별 일차계통  이차계통 열수력거동 모사

• 고려되는 사고 종류에 한 유량, 냉각재 온도, 기포, 핵연료피복재  압력  온도 

등 계산

• 분석 도구 : CATHENA 코드를 이용한 계통분석, 단일채 분석, standing start 모

사, 장기냉각모사

• 계통분석 : 단일채 분석의 모  경계조건과 격납건물 압력반응해석을 한 냉각재 

질량  에 지 방출 계산

• 단일채 분석 : blowdown  post-blowdown 시기에서 핵연료 채 의 거동  

감속재로의 열부하 값 계산

(4) 핵연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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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 단회로에서 핵연료로부터 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  시  측

• 사고 시 손될 것으로 상되는 핵연료  수 결정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출량 계

산

• 핵연료  그룹화: 연소도와 선출력에 해 핵연료  그룹화

• 핵연료 기 조건 : ELESTRES 산코드 이용하여 측

• 노심상태 : 최  간극재고량을 얻기 해 0〜610 FPD(Full Power Day)에 걸친 

원자로 운 범 에서 10 FPD 간격으로 간극재고량 계산

• 손 핵연료  수 : ELOCA 코드 이용하여 계산

• 핵분열생성물 출 계산 단계 : 사고 시 에서 평가, 여러 연소도에서 기  선출력 평

가, 손 핵연료 수  손시간, 손 핵연료 의 핵분열생성물 출 과도상태 평가

• 단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분포 : ELESTRES 코드 이용하여 계산

• 핵연료 손 기  : 최  선출력 계산결과 이용

(5) 핵연료채  분석

• 목  : 채  건 성  기하학  구조가 건 하게 유지됨을 보증

• 평가단계 : 압력 /칼란드리아     후

• CATHENA 코드에 의한 계통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단일채  

모델 해석

•  시 압력  온도  변형율, 감속재로의 열 달 : CATHENA 단일채  모사 이

용

(6) 감속재 분석

• 목  : 감속재 온도  과냉각도 계산

• CFX 코드( 는 Fluent)를 이용하여 계산

(7) 격납건물 분석

• 목  : 격납건물 첨두압력, 격납건물 압력종속 신호 발생 시 , 원자로건물 내부 벽

을 통한 압력차,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 환경으로 방사성핵종 출 (이들  한가

지 이상에 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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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계통 : 환기입구  출구 퍼, 격리논리, 격납건물 비상  장비출입구 

, 살수계통, 국부공기냉각기

• 증기, 냉각재  수소가 방출되는 사고에 해 계산

• 원자로건물 내부 벽의 건 성 : 각 격실의 압력계산으로부터 평가

• 격납건물 압력반응 분석 : PRESCON2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

• 격납건물로의 질량  에 지 방출은 장기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시 까지 

CATHENA 코드의 계통 모사 이용하여 계산

(8) 방사성 핵종 거동분석

• 목  : H-3 외 16종 방사성핵종 거동 계산

• 격납건물 내 기체  액체연무질 부유 방사성핵종 거동 분석은 SMART 코드 이용

(9) 기분산   선량

• 목  : 기로 분산된 방사성핵종을 주 의 지역  기후 조건에 따라 축 된 외부 

피폭에 의한 선량계산

• PEAR 코드를 이용하여 부유 방사성 물질로 인한 의 피폭선량 계산



KAERI/RR-2500/2004

- 174 -

그림 5.1.1  수로 안 해석 분야 연계도  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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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안 해석 차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안 해석 방법에는 결정론  방법과 확률론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결정론  방법에 의한 안 해석 차를 다루고자 한다.

안 해석에서는 발 소 상태를 여러 범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허용 안  기 을 만

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 해석 분야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차를 살펴보면 그림 5.2.1과 같다.

안 해석 차에서는 먼  분석하고자 하는 기사건( 는 기발단사고)을 지정한 

후 이와 련된 상을 이해하고 이에 한 해석 방법과 산코드를 선정한다. 기존의 해

석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련 해석 코드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고 시나리오 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 상을 잘 모사할 수 있는 물리  모델을 반 하는 코드를 개

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보수 인 해석 는 최 평가 해석 방법에 의한 가정을 선택

하여 발 소 기 상태  계통/기기 성능 등을 가정한다. 안 해석 수행 단계에서는 사고 

경우들을 매트릭스(case matrix)화 하고 각 경우에 해서 코드 입력자료를 작성한 다음 

한 보수성과 운 원 조치 등을 고려하여 안 해석을 수행한다. 안 해석은 기 발

소의 정상상태에서 시작하여 장기 인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체 과정이 보여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 사고 시나리오에 해 안 해석의 결과를  허용기

과 비교하여 이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안 해석 결과가 허용기 을 만족하지 못한

다면 해석 방법  가정의 타당성을 재 검하여 안 해석을 다시 수행한다. 안 해석의 

결과는 핵심 입력 변수에 한 결과의 민감도와 그 변수에 해 상되는 불확실성과 오

차의 범 에 해 검증되어야 한다. 해석 결과의 정확성은 체 방법/코드로부터 얻어진 

결과나 동일한 방법/코드를 유사발 소에 용해 얻은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검될 수 

있다.

안 해석 차의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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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안 해석 차도

1. 기사건 지정

가상 인 기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며, 운 원의 실수나 설비의 고장 

등을 포함하여 기본 안 기능에 직,간 으로 을 주는 사건을 의미한다.

안 해석의 목 상 모든 기사건들을 그룹화하여 범주별로 구분하여 취 하는 것이 

합리 이다. 수로의 경우 원자력발 소(월성 2/3/4 호기)에 한 비 는 최종 안

성분석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5 종류의 설계기 사고들을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허용 기 을 만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안 해석 차서 개발과 련해

서는 아래에 기술한 기사건 분류를 활용하고자 한다.

가. 일차 냉각재 상실사고

  • 4등 원이 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해서 형  소형 단으로 

나 어 분석

    - 일차계통에서의 형 단

    - 일차계통에서의 소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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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 압력  단

    - 채 단을 래하는 채 유동차단

    - 채 로부터 핵연료가 돌출되는 채  종단이음 의 완  손

    - 하류 채 에서의 가열과 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입구측 피더 단

    - 증기발생기 세  1개 는 다수 손

나.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장

    - 원의 완 상실  부분상실

    - 단일 냉각재펌  고착

    - 반응도제어 상실

    - 냉각재계통 압력  재고량 제어 상실  

다. 증기  수계통 사고

  • 원자로건물 내부 는 외부에 해서 주증기  수  단으로 나 어 분석

    - 증기  단

    - 수  단

    - 증기발생기 수유량 상실

    - 이차계통 압력제어 상실

라. 감속재계통 고장

  • 감속재 냉각기능상실과 감속재계통 배 손으로 나 어 분석

    - 감속재 유량상실

    - 감속재 열교환기로 공 되는 기기냉각수 상실

    - 감속재 재고량 상실 

 마. 단차폐냉각계통 고장

  • 재고량상실과 차폐냉각계통으로의 기기냉각수상실  차폐냉각유량상실로 나 어 

분석

    - 종단차폐냉각수 상실(열교환기로의 기기냉각수 상실)

    - 종단차폐냉각유량 상실(순환 상실)   

    - 종단차폐냉각수 재고량 상실

사건 범주, 발 소 운 상태, 그리고 해당 허용기  등의 조합으로 수많은 개별 사고 

경 들이 유도될 수 있다. 여기서 유도된 모든 경 들을 완 하게 계산 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 실 이다. 따라서, 각 사건 범주마다 련 허용기 에 최 의 이 되고 안

련 장비의 성능요건을 정의하는 극한 인 경우들 에서 합리 인 수 으로 해석되어야 

할 사건 경 를 선택하도록 제안된다.

월성 2/3/4호기의 최종안 성분석[5.2]에서는 표 5.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1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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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들을 분류하여 각 사고에 따라 1.3 에 있는 안 해석들을 수행하 다. 이들 16가

지 사고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이를 완화시키기 해 격납건물계통  비상노심냉각

계통 등 안 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해석 시 이들 안 계통에 해 단일고장(다 의 

부품  하나의 부품 고장)을 고려한다. 이들 안 계통 고장이 동반된 이  고장(다 의 부

품  두 개의 부품 고장)으로는 격납건물손상 동반, 비상노심냉각계통손상 동반이 있으

며, 여기에 IV등 원상실의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표 5.2.1  월성 2/3/4호기 최종안 성분석에서 고려되는 단일, 이  안 계통 

동반상실  IV등  원 동반 상실

고려되는 계통

계통별 사고종류

안  계통 
가용

격납 건물 
손상 동반

격납 건물 
계통 
손상&

IV등
원 상실 
동반

ECCS손상
ECCS손상 &
IV등
원상실

IV등 원 
상실

 1. 일차계통 형 단 O O O O O O

 2. 일차계통 소형 단 O O O O O O

 3. 압력  단 O O O

 4. 채 유동 차단 O O O

 5. 종단이음  손 O O O

 6. 피더 단 O O O

 7. 단일 SG 세 단 O O O

 8. 다  SG 세 단 O

 9. 강제순환 상실 O

10. 제어상실 (반응도제어) O

11. 조 상실 (압력/재고량) O

12. 주증기  단 O O O O

13. 수계통 고장 O O

14. 이차측 압력조 상실 O

15. 감속재계통 고장 O

16. 차폐계통 고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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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에서는 캐나다의 ACR (Advanced CANDU Reactor) 개발에서 제시한 

기사건들을 분류[5.4] 하 고 각 기사건항목에 응하는 월성 2/3/4호기 사건항목을 

나타내었다. 표 5.2.2의 내용을 보면 ACR 안 해석에서의 기사건 분류는 CANDU-6

형인 월성발 소 사건분류와 약간의 차이 을 보이지만 월성발 소 안 해석에서의 기

사건 항목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2  ACR 개발에서의 기사건의 분류

사고 종류 기사건
련

항목*

1. Reactivity Accidents
∙Bulk Loss of Reactivity Control
∙Loss of Reactivity Control from Distorted Flux Shapes

⑩

2. Decrease of Reactor 
Coolant Flow

∙Loss of Class IV Electric Power
∙Partial Loss of Class IV Electrical Power
∙Single Pump Trip or Seizure

⑨

3. Increase of Reactor 
Coolant Pressure

∙Loss of Primary Pressure and Inventory Control
  (increase)

⑪

4. Decrease of Reactor 
Coolant Inventory

∙Large Heat Transport System LOCA
∙Small Heat Transport System LOCA
  - Single Channel Events
  -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Loss of Primary Pressure and Inventory Control
  (decrease)

①

②

③④⑤⑥

⑦⑧

⑪

5. Increase of Secondary 
Side Pressure ∙Loss of Secondary Side Pressure Control (increase) ⑭

6. Loss of Secondary Side 
Heat Removal

∙Main Steam Line Break
∙Feedwater Line Break
∙Loss of Feedwater Pumps
∙Spurious Closure of Feedwater Valves
∙Loss of Secondary Side Pressure Control (decrease)
∙Loss of Shutdown Heat Sink

⑫

⑬

⑬

⑬

⑭

7. Moderator and Shield 
Cooling System Failures

∙Pipe Break
∙Loss of Forced Circulation
∙Loss of Heat Removal

⑮

8. Fuel Handling Accidents ∙Fuel Machine On- or Off-Reactor

* 표 5.2.1에 나타낸 계통별 사고종류 16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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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상 이해

가. 수로 계통에서 요한 상들

기사건이 정해지면 련 상들을 악하여야 한다. 안 해석 코드 검증 매트릭스

에 포함되는 요한 상들 [5.5]을 정리하면 표 5.2.3과 같다.

표 5.2.3  수로 계통에서의 주요 열수력 상

ID Number Phenomena

TH1 Break Discharge Characteristics and Critical Flow

TH2 Coolant Voiding

TH3 Phase Separation

TH4 Level Swell and Void Hold-up

TH5 HT Pump Characteristics (Single & 2-Phase)

TH6 Thermal Conduction

TH7 Convective Heat Transfer

TH8 Nucleate Boiling

TH9 CHF & Post Dryout Heat Transfer

TH10 Condensation Heat Transfer

TH11 Radiative Heat Transfer

TH12 Quench/rewet Characteristics

TH13 Zirc/water Thermal-Chemical Reaction

TH14 Reflux Condensation

TH15 Counter Current Flow

TH16 Flow Oscillations

TH17 Density Driven Flows: Natural Circulation

TH18 Fuel Channel Deformation

TH19 Waterhammer

TH20 Waterhammer: Steam Condensation Induced

TH21 Noncondensable Ga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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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배 단 사고에서 우선순 의 상들

미국 NRC에서는 1988년 냉각재상실사고 시 노심 보호를 한 비상 노심냉각계통

(ECCS)의 안 해석 기법을 보수 , 결정론  평가방법론으로부터 확률론  최 평가방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ECCS rule을 개정하 다. 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비상 노심냉

각계통을 설계할 경우 10CFR50 부록 K에 명시된 보수  평가 모델에 의한 결과와 비교

하여 최  평가 모델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충분한 실험이나 상학 인 분석을 통하

여 이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해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해석에 한 불확실성의 정량화 방법으로 제안된 

CSAU(Code Scaling, Applicability and Uncertainty)방법[5.6]이 있다.

CSAU 방법은 사고의 유형에 따라 주요 안 변수에 미치는 향의 큰 원인을 분류하

고, 선정된 요한 불확실성의 원인과 련된 모델이나 변수들에 하여 불확실성을 정량

화한 뒤 이들이 주요 안 변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이

다.

PIRT[5.7,8,9](Phenomena Identification & Ranking Table)는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을 한 통계처리 방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우선 순 를 말한다. PIRT의 구성

은 CSAU 방법의 가장 핵심 인 단계로 사고의 유형  발 소 유형에 따른 해석방법상

의 주요 상  모델 등 요 불확실성의 근원을 찾아내어 요도에 따라 우선 순 를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PIRT 과정에서는 먼 , 명시된 발 소 는 사고에서 일어나는 특정 시나리오에 해 

요한 상  과정들을 나열하고 이와 련된 계통의 기기나 부품들을 연 시키고 그런 

다음 상 인 요도에 따라 우선순 를 매긴다.

PIRT를 구성할 때 모든 상  모델을 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도 상이 

개됨에 따라 지배 인 상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고의 진행과정에 따른 상학  요

도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형사고의 경우 

Blowdown 과정과 Refill 단계, 그리고 Reflood 단계 등 사고의 요한 진행과정에 따라 

구분한다.

PIRT의 구성 방법으로는 문가들이 경험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과 AHP(Analytical 

Hirerarchical Process)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PIRT는 지배 인 상들을 최 으로 단순화 시키고 이와 련된 스 일링 법칙을 유

도함으로써 스 일링에서 발생하는 distortion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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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T 작성에 필요한 주요 차는 다음과 같다.

① 련 계통 인식

② 련 상 인식

③ 일차 인 안 요건 (Primary Safety Criteria) 선택

④ 우선순  결정 (Ranking Process)

PIRT 작성에서 우선 순  결정의 기 은 다음 4 가지이다.

① 물리 인 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② 상 으로 요한 상

③ 코드 계산에 문제 이 있는 것

④ 모델의 검증이 잘 안된 것

요성 때문에 기존의 실험장치 들에서 실험 항목에 포함되었고 요도에 비해 잘 알

려지지 않는 상들을 우선 으로 선별하고 문가들이 경험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PIRT를 작성한다.

형배 단 사고 시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단계 별로 일어나는 상들  발

소 거동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상(최 우선 순 의 상)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5.2.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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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수로 계통에서의 우선순 의 상들 ( 형배 단 사고 용)

단계 원자로 정지
기 Blowdown 

냉각

후기 

Blowdown냉각

/ECC 주입

재충수

시간

( )
0～5 5～30 30～200 >200

상

일차계통

단 방출 특성 

임계유동

단 방출 특성 

임계유동

단 방출 특성 

  임계유동

역류유동제한

(CCFL)

냉각재 기포화 류열 달 류열 달 상(phase)분리

핵연료 다발 배열

(fuel string)의
기계

수력학  상호작용

냉각재 펌  특성

(단상  이상) 응축열 달 열 도

핵연료 채  변형
Quench Rewet
Characteristics

Quench Rewet
Characteristics

지르코늄 /수증기의 

열 &화학  반응

복사열 달

열 도

이차계통
CHF&Post Dryout
열 달

상(phase)분리
수격 상

(water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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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차측 압력조  상실사고 시

시로써 앞선 차에서 확인한 기사건 목록 에서 이차측 압력조  상실사고에 

해 수로 계통별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수력 상[5.10]을 표 5.2.5에 나타내었

다.

표 5.2.5  이차측 압력조  상실시의 열수력 상 시

Phase Component Sub Component Phenomena

Pre-Trip
Phase

Fuel Pellet Reactivity Feedback

Fuel Channel Assembly
Fuel Bundles Heat Transfer

Pressure Drop

Main Circuit
HT pump
Reactor Outlet Header Channel Flow Redistribution
SG U-tubes Heat Transfer

Pressure and
Inventory Control

Pressurizer Level Increase/Decrease
Pressurization
Heater Power

Liquid Relief Valve Critical Flow
Steam Bleed Valve Hysteresis

Steam System

Riser Bundle heat transfer
Flow mixing
Flashing

Downcomer Water level
Cyclon Liquid Carryover
Main Steam Safety Valve Steam Discharge
Condenser Steam Discharge 
Valve

Open/Close

Condensate & 
Feedwater Feedwater Control Valve Feedwater flow control

Post-Trip
Phase

Fuel Pellet Decay Heat

Pressure and Inventory 
Control

Pressurizer Level Decrease
Depressurization

Liquid Relief Valve Critical Flow
Steam System Riser

Downcomer Water level
Main Steam Safety Valve Steam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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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방법  코드 선정

가. 사고해석 코드체계 요건

• Validation(확인): 

컴퓨터 로그램에 한 확인은 로그램의 수학  모델이 실제 상을 정확히 모사

할 수 있는지를 보이기 해 연구용 원자로  상용 원자로에 한 실제 실험, 계측 는 

시험 결과를 로그램이 재생산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 Verification(검증): 

(1) CSA N287.6: 컴퓨터 로그램의 검증은 로그램이 설계 단계 는 후속

인 변경단계 시 설정되어 있는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를 들어, 로그램이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 든지, 그 결과가 요구되는 

결과를 만족하든지 등이다.

(2) 코드 사용자: 컴퓨터 로그램의 검증은 로그램이 해석 결과, 표  수학

 문제에 한 알려진 값, benchmark 문제에 한 값 등을 재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선택한 코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코드의 수치 계산 정확도에 한 평가

• 특정사고에 련된 주요 상들을 결정하고 아울러 그 상을 지배하는 인자를 규명

할 것

• 사용된 상  모델의 기술  그 근거

• 상을 측하는 코드의 능력을 입증하기 한 SET(Separate Effects Test, 개별

효과시험) 와 IET(Integral Effects Test, 종합효과시험)에 한 검증 매트릭스

를 제시

• 코드의 불확실성 정량화  발 소 용에 한 허용요건 명시

• 발 소 계산 (기존에 계산된 사고 시나리오에 해) 수행

- 코드 체계 명시

- 가정, 기 조건, 경계 조건

• 종합 실험장치에 의한 코드 검증

- 종합실증 실험은 원자로 열수송계통에서의 주요 기기를 포함한 복잡한 실험

을 모사하여 코드의 능력을 평가하기 해 수행

- 기존의 코드 검증에서는 수학  모델의 부정확성 같은 코드의 잠재  부정확

도에 해서도 기술하 지만 측정오차에 따는 실험데이터의 부정확성 는 

기조건  경계조건의 불확실성에 해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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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해석체계의 사용

여러 가지 사고 종류에 해 각 해석분야별 심이 되는 해석 내용에 따라 산코드 

내 필요한 모듈만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노물리 코드인 RFSP는 여러 개의 해석 

모듈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경우 필요 모듈만을 선별 으로 이용하여 해석한다.

표 5.2.6에서는 형배 단 사고에 해서 월성 2/3/4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

에서 사용된 산코드  방법론을 기술하 다.

표 5.2.6  형배 단사고 해석에 사용된 산코드 요약

사고 사용된 산코드 방법론 기술

일차회로내의

형 단

트립 유효범 : SOPHT/POINTSIM

출력펄스: RFSP  CATHENA

TRIPDPG Ver 1.00

열수력: CATHENA MOD 3.5/Rev.0

CATHENA MOD 3.5/Rev.1

핵연료: ELOCA Mk5

ELESTRES

핵연료 채 : CATHENA MOD 3.5/Rev.1

감속재: LOECC에 포함됨

격납건물: PRESCON Ver. 0.610

방사성 핵종: SMART Ver. 0.203

선량: PEAR

모든 출력   단 크기에 한 트립 유효범 도 생산

연계된 노물리/다 채  열수력에 의한 출력펄스 계산

출력펄스 계산을 한 성자 트립 자회로 모델

회로 열수력 모사 (평균  다  채  모델)

단일채  분석

핵연료 가열  핵분열생성물 출 과도

핵연료 기 조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압력  가열  변형: 채  건 성

격납건물 압력  온도 과도상태; 첨두압력  압력차

방사성핵종의 격납건물 내 이동  격납건물로부터의 출

격납건물과 이차 냉각수로 부터의 출로 인한  선량

일차회로내의

형 단

+ ECC

주입상실

열수력: CATHENA MOD 3.5/Rev.0

CATHENA MOD 3.5/Rev.1

핵연료 채 : CHAN-II/A

핵연료: ELESTRES

CORSOR

감속재: PHOENICS

MODSTBOIL

격납건물: PRESCON2 Ver. 0.610

PRESCON2 Ver. 0.613

방사성핵종: SMART Ver. 0.203

선량: PEAR

회로 열수력 모사 (평균  다  채  모델)

단일채  분석

핵연료 온도  수소 생성량에 한 증기유량의 민감도 분석

핵연료 기 조건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핵연료 결정립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과도  출

채  건 성에 한 과냉각도 결정을 한 3차원  감속재순

환

1차원  과도상태의 감속재 체 평균 온도

격납건물 압력  온도 과도 상태

격납건물 내 수소 혼합  농도

방사성핵종의 격납건물 내 이동  격납건물로부터의 출

격납건물과 이차 냉각수로 부터의 출로 인한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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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된 해석체계의 사용

 표 5.2.6에 나타난 해석 방법  코드들은 새로운 방법론이나 코드 모델로 체될 

수 있다.

해석 코드가 체된 는 다음과 같다.

• 격자단면  분석: POWDERPUFS-V → WIMS-AECL

• 트립 유효도 분석: SOPHT → CATHENA

• 핵연료 채  열수력 해석: CHAN-II/A → CATHENA

• 감속재 3차원 유동  온도: PHOENICS → CFX, Fluent

새로운 버 의 코드를 이용하여 안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먼  새로운 버 에서 

변화된 물리  모델이 실증실험결과를 반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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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 가정 설정

경수로에 한 보수 인 근방법에서는 모델과 더불어 기  경계 조건에 해 보

수 인 가정을 사용하여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반면 최 평가 근방법에서는 발 소 상

태와 코드 모델의 불확실성을 통계 으로 조합하고 최  평가코드를 동시에 사용하여 계

산된 결과가 신뢰할 만한 확률을 가지고 규정상의 허용기 을 과하지 않음을 보인다.

수로 안 해석에서 LOE(Limit of Operating Envelope)는 보수 인 해석 방법에 

해당하고 BEAU(Best Estimate Analysis plus Uncertainty)는 최 평가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 LOE 해석 방법에 의한 가정

- 발 소 운 변수(parameter)들을 운 기술지침서(Technical Specification) 값들

로 설정 ( ; 채 /다발 출력을 인허가제한 값으로 설정)

- 계통 성능을 MAPS(Minimum Allowable Performance Standard) 값으로 설정 

(28개 정지   가장 유효한 2개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결정론 으로 요한 운 변수의 설정치를 제한

• BEAU 해석 방법에 의한 가정

- 최  평가 방법에 의해 요한 운 변수들을 가정하고 확률 으로 불확실도를 명시

- 요도가 낮은 운 변수에 해서는 보수 인 가정(LOE 방법) 사용

캐나다의 가압 수로(CANDU) 안 해석 근방법에서도 최 평가 물리  모델과 선

택된 보수 인 입력변수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 게 함으로써 발 소 거동 측에 물

리 으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비상운 차서의 입력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보

수 인 입력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해석결과가 핵연료피복재의 건 성, 정지반응도의 여

유도 등과 같은 허용기 에 해 보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BEAU 방법이 사용되더라도 보수 인 입력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해석결과가 

핵연료피복재의 건 성, 정지반응도의 여유도 등과 같은 허용기 에 해 보수 임을 확

인할 수 있다.

(1) 보수 인 가정의 

• 기기  계통의 기능상 성능  비가용성

• 운 원의 조치 유무

• 발 소 기 조건

(2) 발 소 기 조건 가정의 

• 원자로 출력 (운  출력 , 고압  압에 의한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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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채   다발 출력

• 반응도 조 장치 치

• 증기발생기 세  설 유무

• 냉각재계통과 감속재계통의 기 조건 조합

• 감속재 독물질 농도

(3) 기사건 발생 후 계통 가정의 

• 출력감발 계통 ( ; setback/stepback)의 작동 유무

• 계측 설정치 ( ; 트립 설정치, ECI 시 , 격납건물 격리, 액체방출밸  설정치 등)

• 운 가능계통  기기의 수 ( ; 정지 , LISS(액상독극물 주입계통) 탱크, ECI 순

환 펌  등)

• 운 원 조치

• IV등  원 가용 유무

(4) 물리 상에 한 가정의 

• 상 식의 선택 ( ; 열 달 계수 등)

• 독립 인 라미터 ( ; 기상조건)

• 측과 련된 불확실도

(5) 발 소 상태  계통/기기 성능에 한 가정의 

발 소 상태  계통/기기 성능에 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은 발 소 운  제한조건이 

될 수 있다.

• 운 기술지침서(Technical Specification) 제한

• 신뢰도 (Reliability)

• SOE (Safe Operating Envelope) 제한:

(6)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 경수로 안 해석에서는 원자로 정지불능을 동반한 사고에서는 핵연료와 원자로냉각

재계통 압력경계의 건 성이 요구되나 수로 안 해석에서는 설계기 사고로서 

원자로 정지계통 작동불능을 동반한 사고를 고려하지 않는다.

• 수형 발 소에서는 2개의 독립된 원자로 정지계통이 존재하고, 보수 으로 2개

에서 덜 효과 인 정지계통이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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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해석 수행

가. 사고 경우 매트릭스(case matrix) 개발

기사건 지정 차에서 기술된 기사건들 에서 안 해석 수행 상이 되는 사고 

경우를 매트릭스화 한다. 사고 경우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 소 운 이 연속 으로 허용되도록 모든 운  모드를 포함한다.

• 기 원자로 출력 

• 해석 상의 발단 사고 명시

  - 냉각재유량상실(Loss of Flow): 완   부분 4등  원상실, 단일 펌  트립

  - 냉각재 배  단: 단 크기, 단 치

  - 이차 계통 고장: 주 수 과 주증기  배  단 크기  치, 수펌  고장

• 그 밖의 필요한 가정들을 포함

  - 조 (adjuster rod) bank 치의 다양한 조합

월성 2/3/4호기 일차계통 내 형 단사고에 한 경우 매트릭스의 를 살펴보면 표 

5.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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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사고 경우 매트릭스 (월성 2/3/4호기 일차계통 내 형 단사고 용)

공정계통동반 사고 종류 세부 내역

안 계통 가용

35% 원자로입구모  단

55% 펌 흡입  단

100% 원자로출구모  단

격납건물계통 손상

살수계통 완 상실

국부공기냉각기 완 상실

격납건물 격리계통 

손상

환기입구  개방

환기출구  개방

격리계통 완 상실

격납건물 외벽손상

격납건물 비상출입구 손

격납건물 장비출입구 손

격납건물 비상출입구 개방

격납건물 장비출입구 개방

감지가능한 최소 크기의 격납건

물 개방

비상노심냉각계통 손상
비상노심냉각수 주입고장

냉각재계통 회로격리상실

IV 등  원상실

안 계통 가용

격납건물계통 손상

살수계통 부분상실

국부공기냉각기 완 상실

환기입구  개방

환기출구  개방

격리계통 완 상실

비상노심냉각계통 손

상

비상노심냉각수 주입고장

냉각재계통 회로격리상실



KAERI/RR-2500/2004

- 192 -

나. 일반 인 해석 요건 용

(1) 안 해석의 일반 인 원칙은 해석의 결과가 LOE 해석 방법에 해서 보수성을 

충분히 반 하도록 한다. 이에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etback이나 stepback과 같은 원자로 제어계통(RRS)의 출력감발조치는 신뢰하지 

않는다.

• 원자로 제어계통의 조치에 의한 악 향들(adverse effects)을 고려한다.

• 상 으로 부반응도가 은 원자로 정지계통 하나만을 신뢰한다.

• 결과를 악화시키는 환경조건, 배 변형, 제트나 노심용융물의 향을 고려한다.

(2) 다음과 같은 트립 유효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각의 원자로 정지계통에 최소한 2개의 유효한 트립 변수가 존재함을 보여야 한다.

• 유효한 2개의 트립 변수  첫 번째 트립 신호를 무시한다.

(3) 운 원의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기사건에 한 명백한 지시 후 최  15분 경과까지는 주 제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에 의한 운 원의 개입을 신뢰하지 않는다.

• 주 제어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에 해서는 30분의 조치시간이 가정된다.

(4) 사고해석 기간은 기 정상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장기 인 안

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체 과정이 보여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 원자로가 정지되고 미임계 상태 유지(원자로노심의 충분한 냉각)

• 핵연료가 충분히 냉각

• 핵분열 생성물 방출 종료

다. 입력자료 작성[5.11]

(1) 발 소자료의 수집

• 상 발 소에 한 산코드 입력자료를 개발하는 첫번째 요한 단계는 필요한 문

서와 기타 믿을만한 원시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의 근거가 되는 출처

들은 다음과 같다:

  - 발 소 설계문서

  - 설비  기기의 기술시방서

  - 시설의 성능시험과 시운  에 수집된 문서

  - 발 소 운  문서(제한과 조건, 운  지침, 운 체제에 한 기록, 등.)

  - 공상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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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자료의 비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와 기타 원시자료들은 분명하게 확인되고 참

고문헌화 되어야 한다.

• 특정한 산코드 입력자료의 비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안 해석 데이터베이스’로 

불리는 단일 특수문서로 편집되고 공식화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도면  

그림문서를 포함하여, 배치, 열수력 변수, 재료 물성, 제어계통의 특성과 설정치, 

발 소 계측장치들의 불확실성 범 와 같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석의 형태나 사용되는 산코드의 유형에 해서는 가능한 독립 이어야 한다.

(2) 기술자료 공학편람(Engineering handbook 는 calculation note)과 입력자료

• 산코드용 발 소모델의 생산은 노드 체계의 선택, 코드 입력자료 비와 이 활동

들의 문서화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차이다.  해석 목 에 따라, 발 소 모델, 각 

코드 입력자료 그리고 공학편람은 사고 의존 일 수 있다.

• 코드 입력자료의 개발과 병행해서 기술자료 공학편람도 개발되어야 한다. 공학편람

은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산코드에 사용하기 해 입력자료로 환하는 방법에 

한 체 인 설명과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이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발 소 기술자료를 코드 입력자료로 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과 단순화 가정

  - 발 소 기술자료를 입력자료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환하기 해 사용된 모든 

계산

  - 모의되는 체 계통은 물론 단일 부품에 용된 노드 체계

  - 합하게 설명되고 기술되는 모든 모의 가정

• 모의되는 계통의 노드 체계는 코드 사용자 설명서에 주어진 기본 인 지침을 사용하

여 확립되어야 한다. 노드 체계의 개발은 형 으로 입력자료 비의 필수 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부분의 코드에서 계통내의 어떤 상이나 특정효과를 모의

하는데 노드의 정량화가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입력자료 비과정의 최종 결과는 코드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컴퓨터 입력자료 일

이다. 하나의 ‘마스터’ 입력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게다가 최종 해석이 수

행되기 에 코드 버 , 사용자가 선택한 모델, 그리고 ‘마스터’ 입력자료를 완성하

면 엄격한 통제 하에 둘 것이 강력하게 제안되고 있다.  일단 해석이 시작되면, 모

든 변경 요구사항은 독립 검토되고 통제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승인되고 이행되

어야 한다. 특정 계산에 요구되는 모든 변경사항들은 기록되고 문서화되어 ‘마스

터’ 입력에 개선이나 오류 수정이 요구된 치가 추 될 수 있어야 한다. 코드에 

한 어떤 변경에 의해서도 소기의 사용목 이 충분히 정확하게 유지됨을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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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코드 재검증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3) 입력자료의 확인

• 새로운 입력자료가 개발될 때, 공학편람의 비에서부터 최종 입력자료까지 개발과

정의 각 단계에서 개발자에 의한 오류가 개입될 수 있다. 이 오류들은 해석상 수용

할 수 없는 결과로 귀착할 수 있으므로 조기 탐지와 수정이 요하다.

• 입력자료 확인은 입력자료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그룹에 의

해서 수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검토자들은 같은 조직원일 수도 있고 다른 조

직원일 수도 있다. 그들은 모든 련 자료나 문서에 근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고 수정된 모든 오류는 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4) 입력 자료 검증

• 검증은 입력자료의 확인을 끝마친 후, 그리고 사고해석이 착수되기 에 수행된다. 

입력자료의 검증은, 발 소 계통의 거동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하여 발 소 모델

의 정확성과 합성을 확인하는 반복 과정이다. 검증은 주요한 성능변수들이 실

에 부합하게 거동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검증에는 최소한 아래의 항목들이 포

함되어야 한다:

  - 노드의 공간 이며 시간 인 수렴에 한 검, 를 들면 고려 인 형 인 경

우의 해석에 하여 노드 변화에 따르는 민감도 해석의 수행

  - 장기간에 걸친 계통 에 지와 질량의 균형을 포함하는 모의된 계통에서의 에 지

와 질량의 균형 검; 이는 열 구조물에서의 출력과 표면 열유속 비교, 개별 부품

에서의 출력과 상응하는 엔탈피 상승 비교, 증발율과 표면 열유속의 비교,  질량 

재고량의 변화와 주입과 출간의 차이 비교, 근  합 에서의 유동의 일 성 

검 등

  - 해당되는 경계 조건들의 결정을 통해, 장비나 분리계통 내 개별 부품들의 거동과 

반응을 검

  - 가능하면 실제 발 소 자료와 비교하여 상이한 운 상태에 한 정상상태 검

  - 실제 설비의 높이와 압력강하를 모델의 유체부피 그리고 압력분포와 비교

  - 계산으로 측된 원 의 거동과 종합시험설비에서 측정된 련 자료와의 비교 수행

  - 운  과도상태나 비정상상태 시 계산결과를 실제 발 소에 해 검

라. 사고해석 결과의 형식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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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해석 결과는 한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 제시됨으로써 사고 진행에 해 확실

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해석 결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

다.

• 계산된 주요 사건의 연표

• 선정된 변수를 기 로 한 사고에 한 해설과 평가

• 계산된 주요 변수를 도시하는 그림

• 허용기 을 만족하는가에 한 서술

• 체 시나리오( 체 조건, 민감도 조사)의 평가

• 참고자료

결과 제시에는, 과도나 사고의 개과정동안 시간의 함수로서 표 된 일단의 주요 변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집단에는 안 기능의 상태와 허용기 의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여기에서는 반 인 발 소 거동에 

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변수의 는 다음과 같다.

• 성자 출력, 붕괴열과 반응도

• 활성 노심(active core)의 열출력과 열속

• 최소 핵비등이탈율(DNBR)이나 최소 임계출력비(CPR) ( 계될 경우)

• 일차 냉각재 계통 - 온도, 기포분율, 유속, 압력

• 최  핵연료 온도

• 최  피복재 온도

•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 단  비 단 회로

• 열유동을 보여주는 이차측 계통 변수

• 격납용기 압력, 온도와 격납용기로의 질량유량

• 용될 경우, 격납용기와 환경으로의 방사선 방출량

• 수소(H2) 생성과 격납용기 내에서의 분포

• 노심손상 수

• 용될 경우, 격납용기내의 장기 압력 증가

마. 허용기 의 확인

허용기 은 안 해석 결과의 허용가능성을 단하는 데 사용된다. 만일 허용기 이 

만족된다면 안 해석이 종료되고 만족되지 않는다면 해석 방법  가정을 조정하여 앞 단

계의 해석 차를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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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 은 보통 규제기 에서 정한 제한치로 정의된다. 그것들은 정 수 의 심층

방어를 성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를 들면, 사고 시 일반 에 한 선량이나, 결

과 인 압력경계 손상의 방지 등이다. 허용기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측된 변수 값에 수치  한계를 설정한다.

• 사고  는 사고 후의 발 소 상태에 한 요건을 설정한다.

• 계통에 성능요건을 설정한다.

• 운 원 조치의 필요성과 인정되는 능력에 한 요건을 정한다. 

형배 단사고에서 계통 열수력해석의 결과들은 일차 으로 핵연료  핵연료채  

해석과 같은 다른 해석분야의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허용기 은 없다. 다만 

비상노심냉각 계통은 노심의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이 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핵연

료채 의 건 성을 유지하도록 핵연료  핵연료채 의 냉각상태를 충분히 유지하거나 다

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수로 안 해석에서 주민피폭선량, 원자로정지, 핵연료채   격납건물 해석에 한 

허용기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선량한도

선량한도는 각각 CNSC 규제문서 R-10와 CNSC 권고문서 C-6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원자로정지

두 개의 독립된 정지계통이 원자로를 정지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3) 핵연료채  건 성

• 핵연료채  건 성이 핵연료의 동  열에 의해 받지 않아야 한다.

- 모든 가상의 냉각재상실사고 시나리오에 해, 과도상태 모사 결과가 최  축 에

지를 갖는 핵연료다발에 한 출력펄스로 인하여 핵연료 괴를 래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 내부과열로 인하여 핵연료채 이 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 기 은 다음의 부차 인 

기 이 만족되면 만족된다.

- 압력 은 국부변형으로 인하여 손되지 않아야 한다.

- 만일 압력 이 변형되어 칼란드리아 과 하더라도 칼란드리아 은 건 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 만일 압력  온도가 600℃ 이하로 유지되면, 압력  손은 일어나지 않으며 변형

계산도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600℃ 이하의 압력  온도는 과열로 인한 핵연료 

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4) 격납건물 건 성

• 첨두압력이 원자로건물 설계압력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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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건물 내벽에 걸친 과도 압력차가 벽의 구조  건 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

다.

• 수소농도가 폭연이 유발될 수 있는 최소 요구치 이하이어야 한다.

6. 안 해석에 한 품질 보증

모든 사고 해석은 기하학  자료, 재료의 물성치, 원자로 운 상태 경계조건을 포함한 

물리  열수력  자료 등의 검증된 자료에 기 를 두고 있다. 사고 해석은 이러한 검증된 

자료를 기 로 한 원자로 모형을 이용하므로 이들 기 자료에 한 품질보증이 요구된다. 

원  소유자는 건설된 발 소로부터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원  수명기간 동안 수정  검증이 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한, 인허가 상 

원 에 한 인허가 기   안 운  정의에 합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

계 인 품질보증 방법을 통해 안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요하다.

품질보증 차/지시사항이 다음을 포함한 체 사고해석 과정에 하여 개발되고 검

토되어야 한다.

• 발 소 데이터 수집과 확인

• 개발된 컴퓨터 입력자료  DB의 확인과 탐지된 오류의 문서화

• 발 소 모델의 타당성 검증 등

한 모든 안 해석은 코드 버 , 코드 문서화, 입력자료와 계산 결과들이 재생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KAERI/RR-2500/2004

- 198 -

제 3   결론  요약

(1) 수로 안 해석 방법론의 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국내에 최 로 도입된 수로인 월성 1호기의 안 해석의 경우 안 성분석보고

서에 명시된 분석방법  기술 내용이 매우 빈약하 으나, 월성 2/3/4호기의 

경우 경수형 원자력발 소의 안 석분석보고서에 하는 수 으로 그 내용  

기술방법이 매우 충실해졌다. 

• 국내 수로 안  해석방법은 캐나다의 안 해석 근방법과 마찬가지로 최

평가 물리  모델과 선택된 보수 인 입력변수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따라

서 보수 인 입력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해석결과가 핵연료 피복재의 건 성, 

정지반응도의 여유도 등과 같은 허용기 에 해 보수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 행 수로 안 해석 방법을 체계 으로 문서화하기 해서 일반 인 수로 안

해석 차서가 작성되었다. 주요 차는 다음과 같다.

• 안 해석 차에서는 먼  분석하고자 하는 기사건( 는 기발단사고)을 지

정한다.

• 기사건과 련된 상을 이해하고 이에 한 해석 방법과 산코드를 선정한

다.

• 보수 인 해석 는 최 평가 해석 방법에 의한 가정을 선택하여 발 소 기 

상태  계통/기기 성능 등을 가정한다.

그 다음으로 본격 인 안 해석 수행 단계에 들어가는데 세부 차는 다음과 같다.

• 사고 경우들을 매트릭스(case matrix)화 한다.

• 각 경우에 해서 코드 입력자료를 작성한 다음 한 보수성과 운 원 조치 

등을 고려한 안 해석을 수행한다.

• 안 해석은 기 발 소의 정상상태에서 시작하여 장기 인 안정 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체 과정이 보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범 를 포함한다.

• 각 사고 시나리오에 해 안 해석의 결과를  허용기 과 비교하여 이를 만족

하는지 확인한다.

• 만일 안 해석 결과가 허용기 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해석 방법  가정의 타

당성을 재 검하여 안 해석을 다시 수행한다.

• 안 해석의 결과는 핵심 입력 변수에 한 결과의 민감도와 그 변수에 해 

상되는 불확실성과 오차의 범 에 해 검증되어야 한다. 해석 결과의 정확성

은 체 방법/코드로부터 얻어진 결과나 동일한 방법/코드를 유사발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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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얻은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검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 작성된 일반  안 해석 차서는 형배 단 사고와 같은 설계 기

 사고에 용하여 세부 안 해석 차서의 지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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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결과  활용 방안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격자용 코드(WIMS/CANDU) 개발

-  수감속임계로(DCA)와 NPD를 이용한 노물리 산코드의 신뢰성 평가

-  노심 안 해석을 한 WIMSD-5의 CANDU-6 에의 용성 평가

-  격자계산 모델을 실제의 형상을 모사하도록 함

-  단일 에 한 충돌확률 계산시 Carlvik 방법을 사용하여 resonance integral 

과 microscopic cross section 계산시 오차가 어짐

-  압력  크립이 노물리 변수에 미치는 향을 평가

○ 감속재 3차원 열수력 거동해석 모델 (CFX4-CAMO) 개발

-  STERN Lab 실험에 한 모델 검증

-  나비형 격자구조  다공성 매질 3차원 항모델 개발

-  월성 2/3/4호기 감속재 모델 개발

○ LOCA시 핵연료 채  내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 (안 해석방법론 개선)

-  Blowdown  Post-blowdown 단일채 해석 코드를 CATHENA 코드로 일원

화

-  단일채 해석 코드 CATHENA 검증을 한 3차원 채 해석 모델 

(CFX-CACH) 개발

○ 계통  격납용기 열수력 안 해석 연계체제 개발 (CANVAS)

-  수로 계통해석과 격납건물 계산을 연속 으로 수행

-  HP 버  코드를 PC 도우 체제에서 최 화

○ 안 해석용 노심/열수력자료 DB 시스템 구축 (http://CANTHIS.kaeri.re.kr)

-  SQL Server 2000을 사용한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구축

-  수로 일반  교육 자료 포함

○ 일반안 해석 차서 개발

-  일반  안 해석 차를 문서화  규격화

-  형배 단사고 용

본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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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하여 원 장을 비롯한 산․학․연에서 직  활

용 가능토록 하 다.

-  CANDU 일반안 안(GSI)에 한 안 성 평가결과의 반

-  노심해석코드의 신뢰도 평가결과를 이용한 안 해석 신뢰도 개선

-  CFX를 이용한 감속재계통에 한 3차원 상세 열수력 해석

-  수로 안 해석코드 연계해석체제(CANVAS) 개발

-  수로 안 해석 차서 개발 등

○ 동 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가동  수로의 주요 안 안에 한 안 해석 요소기

술을 자체 개발하여 독자 으로 해결함으로써 수로의 잠재  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로의 안 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  주요 안 안을 자체 으로 해결함으로써 수로 운 자들의  장 애로 을 해

결함과 동시에 해외 기술도입 감에 따른 경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 한 안 안 해결 핵심기술은 자체 개발함으로써 수로 운  국가  기술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  본 연구결과를 수로 운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수로 기술수출 기반확보와 국

제 인 상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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