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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l ’‘~ 
l 、‘

o ISAAC 전산코드 개 선 

o 중수로 표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 기본 방향 수립 

2 연구결과 ,.' 

o ISAAC 2.01 개발 \ 

/1 중수로 계통모텔 개선 

중수로고유의중대사고현상모텔개선 

o 중수로고유의사고관리일반지침개발 

중수로 설계특성 분석 

중수로 고유의 개별전략 도출 

개별전략의 수행방법 및 절차 개발 

전략수행 제어도 개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국내 유일의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ISAAC은 중수로 원전의 PSA 및 Living 
PSA ‘ 중대사고 해석‘ 사고관리 고로그랩 개발‘ 운전원 훈련 등에 필수적으로 이용 

o 중수로 사고관리 일반지침서는 개발 완료 후 이를 토대로 산업체가 발전소 고유지침서 
개발 예정 



요약문 

1. 제 목 

중수로원전 중대사고해석 전산코드 개선 빛 사고관리지침서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빛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 관리 일반지 

침서를 개발하는 것이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이번 단계 

에서의 목표는 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수로 중대사고 해 

석용 전산코드 ISAAC이 사고관리 지침서 개발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의 개선엄무를 병행하고자 한다. 

경수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프로그램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중 

수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바 이는 국내외를 통하여 가압 중 

수로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지침이 수립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 

내에서 상엄운전 중인 가압 중수로 원전에 대해서도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중수로 원전의 설계 빛 운전 특성이 가압 경수 

로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시 사고의 특성이나 대응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방안으로 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완비， 중 

대사고관리 전략개발 등의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II1. 연구개발의 내용 빛 범위 

중대사고관리의 5대 기본 요소는 사고관리 전략， 계측기 빛 필요 청보 분 

석， 절차서 빛/또는 지침서， 조직 빛 의사 결정 체계， 훈련 둥이다. 본 연 

구개발에서는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소를 개발하는 것으로 금번 2단 

계에서 수행된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월성원전의 주요 설계 빛 운전 특성을 중대사고 관점에서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사고관리 예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때 월성 2, 3, 4 

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행을 통하여 얻은 중대사고 관련 결과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수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전 

략들(예， 한국 표준원전 사고관리지침서 [3]， WOG 사고관리지침서 [4] 빛 

CEOG 사고관리지침서 [5])도 반영할 수 있는지 컴토하였다. 

(2 ) 중대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획득 방법을 분석하였다. 필요 청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발전소에 있는 계측기와 계산표 둥이 있을 수 있다 

(3 ) 중수로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각 개별 

전략과 이 개별전략들의 기술배경을 개발하였다. 기술배경에서는 각 전략의 

목표와 이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 

향， 그러고 필요한 의사결정 내용 등을 포함한다. 

ISAAC 전산코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1) 월성 2호기 원전의 각 계통에 대한 설계자료， 운전자료， 절차서 등을 

수집， 분석하고 ISAAC 코드의 발전소 모델링 방법을 컴토하여 발전소 각 계 

통에 대한 입력자료를 완성하고 입력자료 컴증을 위한 대표적 중대사고 시 

나리오를 모의， 해석하였다 

(2) ISAAC 1. 0코드의 기존 모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노심노드화 모텔， 열 

전달 모텔， 노심산화 모텔， 안전계통 모텔， 핵분열생성불 방출/이송/침착 

모텔 등에 대하여 컴토하고， 각 모델들에 대하여 민캄도분석 , 사고진행에 

대한 영향평가， 코드의 개선사항 도출 동을 수행하였다. 

(3 ) 각종 모델 들을 추가하거나 개선하였다. 기존의 ISAAC 코드는 칼란드러 

아 내에 추가로 캄속재를 주입하는 기능이나 칼란드러아 볼트에 추가로 냉 

각수를 보충하는 기능， 다우정 탱크로부터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모의할 수가 없다， ISAAC의 일차계통 빛 안전계통은 일반화된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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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화 방식 (nodalization scheme)을 사용하지 않고 코드 내에 고정된 계 

통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되어 있지 않는 계통은 추가의 코팅작엽 

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코드의 용도가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 

있었으며 이 경우 중대사고를 모의하면서 이들 계통을 별도로 모의할 필요 

가 없었으나 사고관리 측면에서는 이들 계통을 충분히 활용하는 다양한 시 

나리오 모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을 추가하였다. 그러고 

중대사고 현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모델들을 개선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1) ISAAC 전산코드 개선 

중수로 참조원전으로 월성2호기로 선정하고 ISAAC 1. 0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발전소의 일차/이차계통， 비상안전계통， 원자로 건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 발생기 튜브 파단사 

고， 발전소 정전사고 등을 모의 해석하면서 ISAAC 1. 0코드의 각종 계통 빛 

현상모텔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의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 개선사항 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Version으로 ISAAC 2.01을 개발하였다 ISAAC 2.01에는 추가 또는 

개선된 계통/현상모델이 포함되며 대략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o 비상급수모델 추가 

o 캄속재 주입모델 추가 

o 칼란드러아볼트 냉각수 주입모델 추가 

o 지역공기냉각기 모델 개선 

o 칼란드러아 외벽 열전달 모델 개선 

o 연료봉 Sagging 모델 개선 

o 노심 산화모델 개선 

o 노심 손상모델 개선 

o 증기폭발모델 추가 

o 연료물질 재배치모델 추가 

o 핵분열생성불 방출모델 개선 

o 요오드 화학반응모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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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급수계통 파단사고 모의기능 추가 

o PC Version 개발 

(2 ) 중수로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의 기본방향 수립 

국내 중수로원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중대사고 완화전략은 노심손상방지 또 

는 완화， 원자로건물 파손방지， 빛 핵분열생성불 방출 제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선정된 7개의 개별전략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는 각 개별 전략의 목표와 전략수행 제어도， 그러고 이 전략을 수행함으로 

써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 그러고 전략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내용 등을 포함한 기술배경이 개발되었다 

o 일차 열수송계통 냉각수 주입 

o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o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 

o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 

o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 

o 원자로건물 수소 제어 

o 핵분열생성불 방출 제어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중수로원전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 활용 

중대사고관리 지침서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발전소를 안정한 상태 

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고완화 전략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전략들을 어느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국내 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를 개발하게 되면 이를 토 

대로 원전을 운영， 관리하는 사엄자가 현재 각 발전소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고관리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원자력연구소가 2006년 2월까지 

일반지침서 작성을 완료하고 산엄체가 이를 기반으로 2007년 이후 발전소별 

고유지침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즉， 중수로 원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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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는 비상시에 중대사고에 대 

한 관리기술을 확보하고， 산엄체가 발전소 고유의 사고관리 절차서를 개발 

하기 위한 기술기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조 

치로， 대 국민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2) ISAAC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활용 

MAAP4의 최신 구조에 CANDU 고유 모델이 접목된 국내 유일의 중수로 중대사 

고 해석 코드인 ISAAC 코드는 국내 월성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안전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수로 원전의 PSA 빛 Living PSA, 중대사고 해석 , 

사고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전원 훈련 등에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아직 

사용자 매뉴얼보완과 컴증이 필요하지만 PSA 빛 사고관리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코드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추후 다음 단계에서 

그래픽 시률레이션 기능 둥이 추가되면 사용자들에게 보다 면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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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 tle 

Improvement of Severe Accident Analysis Compute Code and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for Heavy Water‘ Reactor 

11.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a generic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SAMG) applicable to Korean PHWR and the objective 

of this 3 year (2002-2004) continued phase is to construct a base of 

the generic SAMG. Another objective is to improve a domestic computer 

code. ISAAC (l ntegrated Severe Accident 8nalysis code for ÇANDU). 

which still has many deficiencies to be improved in order to apply for 

the SAMG development. 

The SAMG program for PHWR has been delayed relatively in contrast to 

the active SAMG programs for PWR because no SAMG strategy for PHWR has 

ever been developed wor1 dwide. Under these environments. the efforts 

to obtain a high level safety for domestic commercial PHWRs is 

required. But as the character‘ istics of both the design and operation 

for PHWR are very different wi th those of PWR. independent R&D which 

performs critical studies like a code development for severe accident 

analysis and a development for SAMG strategies etc. as working i tems 

becomes necessary.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5 basic elements for severe accident management (SAM) a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necessary information analysis. procedure 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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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system , and training , This 

project is to develop 4 elements except the training element and the 

scope and contents performed in this Phase-2 are as follows: 

(1)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design and operation for the domestic 

Wolsong NPP are analyzed from the severe accident aspects , On the 

basis , preliminary strategies for SAM are selected which has reflected 

the insights for severe accidents obtained from the Wolsong 2/3/4 PSA , 

The SAM strategies known generally .Jor PWR (for example , KSMP SAMG[3] , 

WOG SAMG[ 4] and CEOG SAMG[5]) are evaluated for their applicabi li ty 

also. 

(2) The information needed for SAM and the methods to get that 

information are analyzed. The methods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includes the sensors in the NPP and calculation tables etc 

(3) Both the individual strategies applicable for accident mitigation 

under PHWR severe accident conditions and the technical background for 

those strategies are developed. The technical background includes the 

objectives of each strategy ,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ccurred from exercising the strategy , and the contents for necessary 

decision making. 

The next R&Ds are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ISAAC update. 

(1) The representati ve severe accident scenarios are simulated and 

analyzed using the input for Wolsong-2 NPP which has been completed 

after not only the system design material , the operation material and 

the procedure book collected are analyzed but also the ISAAC models 

are reviewed 

(2) The existing models of ISAAC 1.0 are analyzed. The existing models 

such as a core nodalization model , a heat transfer model , a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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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on mode1 , a safety system mode1 , fission product re1ease/ 

transport/deposition mode1s are reviewed and then sensitivity studies , 

the effect ana1ysis on accident progression and i tem se1ections for 

code update etc , for each mode1 are performed , 

(3) A 10t of mode1s are added or modified , The existing ISAAC 1 , 0 has 

no capabi1ity to simu1ate the moderator makeup to the ca1andria , 

coo1ant makeup to the ca1andria vau1 t , water injection to the steam 

generator from the dousing tank , Additive coding works are needed to 

simu1ate the system which is not mode1ed in the code because the 

nodalization scheme for the primary and safety systems in the ISAAC 

uses a fixed scheme instead of a f1exib1e one , Unti1 now , the code has 

been used for PSA for which no added mode1s mentioned in the above are 

needed in simu1ating severe accidents , but the added mode1s are 

necessary for SAM in which more various scenarios using those mode1s 

are simu1ated , Furthermore , some mode1 deficiencies are improved in 

connection with severe accident phenomena , 

IV. Results 

(1) ISAAC code improvement 

The target PHWR p1ant is Wo1song-2 NPP and an integrated modeling has 

been comp1eted for the primary/secondary systems , ECCS , reactor 

bui 1ding etc , using ISAAC 1, 0 code , Then , not on1y each system and 

phenomenon mode11ed in ISAAC 1. 0 code are eva1uated but a1so code 

update i tems needed to deve10p the SAMG are drawn whi 1e the accidents 

like LOCA , SGTR and SBO etc , are simu1ated and ana1yzed , The new ISAAC 

2 , 01 version has been deve10ped which ref1ected these update items for 

system/phenomenon mode1s as fo11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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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ddition of EWS (Emergency water supply) model 

o addition of moderator makeup model 

o addition of coolant makeup model into the calandria vault 

o update of LAC model 

o update of heat transfer model into the calandria outside wall 

o update of fuel channel sagging model 

o update of core oxidation model 

o update of core degradation model 

o addition of steam explosion model 

o addition of fuel relocation model 

o update of fission product release model 

o update of iodine chemistry model 

o addition of a simulation function for feedwater line break 

o PC Version development 

(2) The basis construction for PHWR SAMG 

The severe accident mi tigation strategy applicable for domestic PHWRs 

has aimed at the core degradation protection or mi tigation , reactor 

building failure protection , and fission product release control , The 

7 individual strategies selected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are 

listed in the below , The technical background including the objectives 

of each individual strategy , a strategic f1 0w diagram , the posi tive 

and negative effects occurred from exercising the strategy , and the 

contents for necessary decision making are developed in this study , 

o coolant injection into the PHTS 

o water injection into the steam generator 

o coolant injection into the calandria 

o coolant injection into the calandria vault 

o reactor building condition control 

o reactor building hydrogen control 

o fission product relea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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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1) PHWR generic SAMG applicat ion 

The SAMG not on1y proposes a variety of accident mi tigation strategy 

to keep the p1ant status stab1e when severe accident has occurred but 

a1so describes the decision making steps about who/when/how to 

performs these strategies. The genera1 SAMG applicab1e for domestic 

PHWRs which is to be deve10ped by KAERI through this project wi 11 

provide the basis for p1ant specific SAMG deve10pment by uti1ity 

company. The genera1 SAMG deve10pment by KAERI wi11 be comp1eted unti1 

2006.2 and the p1ant specific SAMG deve10pment by utili ty company is 

schedu1ed to start after 2007. The genera1 SAMG applicab1e for PHWRs 

confirms severe accident management techniques for emergencies. 

provides the base technique to deve10p the p1ant speci fic SAMG by 

uti li ty company and finally contributes to the public safety 

enhancement as a NPP safety assur‘ ing step. 

(2) ISAAC severe accident ana1ysis code app1ication 

The ISAAC code which has incorporated CANDU speci fic mode1s into the 

1atest MAAP4 code frame is the on1y domestic code for PHWR severe 

accident ana1ysis and can be used for the severe accident ana1ysis in 

the domestic W01song NPP. Furthermore. the ISAAC code wi11 be used 

inevi tab1y for the PSA. li ving PSA. severe accident ana1ysis. SAM 

program deve10pment and operator training in PHWR. Though the ISAAC 

sti11 needs a comp1ement of a users ’ manua1 and verification. the code 

update which is sufficient for the usage as PSA and SAM to01s has been 

performed. The ISAAC is expected to provide more convenient users ’ 

environment after a graphica1 simu1ation function is added at the next 

pha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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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의 최종목적은 한국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 관리 일 

반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이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이번 

단계에서의 목표는 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중수로원전에 대한 중대사고해 

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선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정책성명( ‘94. 9)을 통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현상 

규명과 이의 예방 빛 완화를 위한 규제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할 것임”을 천 

명하고 그 일환으로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요구하였 

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내 가압 경수로에 대해서는 기 

존의 개발된 국내 표준원전 중대사고 일반지침서 [1]를 큰간으로 현재 발전 

소 유형별로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개발 중이지만， 가압 중수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발된 사고관리 전략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포함한 사 

고관리 일반지침서를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산엄체가 발 

전소 고유 설계를 반영한 중대사고관리 고유지침서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자 하는 것이다. 

한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고려되는 중대사고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사고 진 

행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며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중대사고 

관리전략 빛 세부지침 개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한 도 

구로써 경수로에서는 매우 다양한 중대사고 전산코드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중수로에서는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종합전산코드로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 

는 MAAP4-CANDU[2]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ISAAC코드[3] 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MAAP4-CANDU도 유사한 상항이지만 ISAAC코드가 사고관리 지침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개 

선해 가면서 사고관리 지침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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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중수로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 개발 

국내외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원전 관련 사고들로 인하여 원자력 설비의 

안전성 빛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능력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을 의결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와 원전의 중 

대사고 대처능력 확보 빛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대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가 중대사고관리 지침서의 개발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가압 경수로 

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개발 방법은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국내 표준원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사고관리 지침서를 개발 

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을 운영， 관리하는 사엄자가 현재 각 발전소 특성에 

맞논 고유의 사고관리 지침서를 개발하논 것이었다. 이논 원전의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 연구기관이 

기본 전략과 일반지침을 수립하고 각 개별 발전소에 대하여 설계 빛 운전특 

성을 잘 알고 있는 사엄자가 발전소 고유의 적용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중 

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즉， 연구기관이 

지침서개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사엄자가 발전소 고유의 사고관리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최소 

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의 축적된 기술능력을 산엄체에 

전파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산엄체와 연구소의 협조체제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변 경수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프로그램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에 중수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바 이는 국내외를 통하여 가 

압 중수로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지침이 수립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 

다. 국내에서 상엄운전 중인 가압 중수로 원전에 대해서도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중수로 원전의 설계 빛 운전 특성이 가압 

경수로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시 사고의 특성이나 대응방법이 다를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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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방안으로 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완비， 

중대사고관리 전략개발 등의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중수로 중대사고해석 전산코드 개선 

기존의 중대사고 해석기술은 지금까지 경수로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경수 

로 전산코드는 1차 계통 빛 2차 계통， 그러고 안전개념이 다르게 설계된 

CANDU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를 해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서 지 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수행된 월성 2.3.4호기 2단계 확률론적 안 

전성분석 [4]과 관련하여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ISAAC 1. 0 전산코드[3]를 개 

발하였으나， 과제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의 개발시한에서 오는 한계점 

때문에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에 필요한 정도의 코드개발 만이 이루어졌으며 

과제 종료 이후 코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사고관리 전 

략개발차원에서는 운전원의 사고완화를 위한 안전계통 모델들과 보다 다양 

하고 정쿄한 중대사고 현상 모델들이 필요하게 된다. 선택사항으로 캐나다 

가 보유하고 있는 MAAP4-CANDU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도입비 

용을 고려했을 때 이점이 없으며 MAAP4-CANDU를 도입하더라도 모델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되고 중대사고 해석 코드의 국산화 노력과도 역행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 인력의 중수로에 대한 중대사고 해석능력 빛 

모델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기반 기술을 확고히 하고자하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ISAAC 1. 0을 개선하는 노력이 보다 효과 

적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 코드의 모델개선 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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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의 범위 

중대사고관리의 5대 기본 요소는 사고관리 전략， 계측기 빛 필요 청보 분 

석， 절차서 빛/또는 지침서， 조직 빛 의사 결정 체계， 훈련 둥이다. 본 연 

구개발에서는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소를 개발하는 것으로 금번 2단 

계에서 수행된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월성원전의 주요 설계 빛 운전 특성을 중대사고 관점에서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사고관리 예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때 월성 2, 3, 4 

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4] 수행을 통하여 얻은 중대사고 관련 결과 

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수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 

리 전략들(예， 한국 표준원전 사고관리지침서 [1 ]， WOG 사고관리지침서 [5] 

빛 CEOG 사고관리지침서 [6])도 반영할 수 있는지 컴토하였다. 

(2 ) 중대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획득 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3단계에서도 계속 

수행예정이다. 필요 정보를 획득하논 방법으로논 발전소에 있논 계측기와 

계산표 둥이 있을 수 있다 

(3 ) 중수로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각 개별 

전략과 이 개별전략들의 기술배경을 개발하였다. 기술배경에서는 각 전략의 

목표와 이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 

향， 그러고 필요한 의사결정 내용 등을 포함한다. 

ISAAC 전산코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1) 월성 2호기 원전의 각 계통에 대한 설계자료， 운전자료， 절차서 동을 

수집， 분석하고 ISAAC 코드의 발전소 모델링 방법을 컴토하여 발전소 각 계 

통에 대한 입력자료를 완성하고 입력자료 컴증을 위한 대표적 중대사고 시 

나리오를 모의， 해석하였다 

(2) ISAAC 1. 0코드의 기존 모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노심노드화 모텔， 열 

전달 모텔， 노심산화 모텔， 안전계통 모텔， 핵분열생성불 방출/이송/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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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에 대하여 컴토하고， 각 모델들에 대하여 민캄도분석 , 사고진행에 

대한 영향평가， 코드의 개선사항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3) ISAAC 1. 0코드의 각종 모델 들을 추가하거나 개선하였다. 기존의 ISAAC 

코드는 칼랜드러아 내에 추가로 캄속재를 주입하는 기능이나 칼랜드러아 볼 

트에 추가로 냉각수를 보충하는 기능， 다우정 탱크로부터 증기발생기로 급 

수를 공급하는 기능 등을 모의할 수가 없다. ISAAC의 일차계통 빛 안전계통 

은 일반화된 계통 노드화 방식 (nodalization scheme)을 사용하지 않고 코 

드 내에 고정된 계통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되어 있지 않는 계통 

은 추가의 코팅작엽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코드의 용도가 확률론 

적 안전성 분석에 있었으며 이 경우 중대사고를 모의하면서 이들 계통을 별 

도로 모의할 필요가 없었으나 사고관리 측면에서는 이들 계통을 충분히 활 

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모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을 추 

가하였다. 그러고 중대사고 현상과 관련하여 미비한 모델들에 대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중대사고관리 지 

침서 개발과 중수로 코드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 개발 현항을 수록하였다. 

제3장에는 구체적인 연구개발 수행 내용 빛 결과를 크게 일곱 부분으로 구 

분하여 정리하였다 제1절에는 ISAAC 전산 코드를 이용한 중수로원전의 모 

델링 방법， 내용 빛 결과， 제2절에는 ISAAC 전산코드의 모델분석， 제3절에 

는 ISAAC 전산코드의 모델개선 사항， 제4절에는 중수로원전 사고관리지 침 

서의 기본방향수립을 위한 월성원전 PSA 분석내용， 대표적인 중수로와 경수 

로원전의 설계특성 빛 중대사고 진행 분석내용， 중수로에 대하여 도출된 

사고관리 개별전략， 전략수행 제어도 개발내용， 제5절에는 중수로 개별전략 

들에 대한 기술배경， 제6절에는 계산 보조도구 작성방법， 제7절에는 계측기 

정보분석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 기술된 상세한 내용을 목표 달성도 빛 대외 기여도 측 

면에서 요약하여 재정리하였고， 제5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제6장 

에는 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I 
J 



저12장 국내외 기술개발 련황 

제1절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 현황 

경수로원전에 대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개발되었 

다. 해외에서 개발된 일반 사고관리전략으로는 WOG SAMG 중대사고관리 전략 

[5] , CEOG SAMG 중대사고관리 전략[6] ， OECD/NEA 중대사고관리 전략， 

NUREG/CR-5856 중대사고관리 전략[7] 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웨스팅하우 

스의 사고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국내 경수로 표준원 

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산엄체가 울진 1, 2 

호기를 제외한 국내 경수로에 대하여 발전소 고유 사고관리 지침서를 작성 

하였다. 반면에 중수로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관리 전략은 현재 캐나 

다와 한국에서 개발 중이지만 캐나다 사고관리 전략에 대한 개발 내용은 현 

재까지 COG(CANDU Owners Group) 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체적 

인 지침서 구조는 웨스팅하우스 사고관리지침서를 따르고 있다. 본 절에서 

는 경수로에 대한 주요 중대사고관리 전략을 소개하였다 

1, WOG SAMG 중대사고관리 전략 

WOG SAMG 에서는 중대사고관리 전략을 격납건물 건전성이 위협받을 때 사용 

하는 Severe Challenge Guideline(SCG) 과 그렇지 않을 때 사용하는 Severe 

Accident Guideline(SAG) 으로 전략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아래에 제시 

된 것과 같이 SCG 에는 4가지 전략이 있고， SAG 에는 8가지 전략이 있다. 

이중 SAG-4 와 SAG-8 은 원자로공동에 물을 채우는 전략으로 격납건물 형태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또는 계통이 다름에 따라 두 개로 분리하였 

다， SCG 와 SAG를 비쿄해보면 유사한 전략이 있다. 즉， SCG-1와 SAG-5, 

SCG-2와 SAG-6, SCG-3와 SAG-7 은 목적은 같으나 적용시점이 다르고， SAG 

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 후 그 전략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반해 SCG 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기 

기 또는 계통이 SAG 에 비해 SCG 가 다양하다. 특히 SCG 에서는 격 납건물 

캄압과 수소 제어의 중요한 수단중 하나로 격납건물 배기를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WOG SAMG의 사고관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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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G-1 Mitigate Fission Product Releases 

。 SCG-2 Depressurize Containment 

。 SCG-3 Control Hydrogen Flammability 

。 SCG-4 Control Containment Vacuum 

。 SAG-1 Inject into the S/G 

。 SAG-2 Depressurize the RCS 

。 SAG-3 Inject into RCS 

。 SAG-4 Inject into Containment 

。 SAG-5 Reduce Fission Product Releases 

。 SAG-6 Control Containment Conditions 

。 SAG-7 Reduce Containment Hydrogen 

。 SAG-8 Flood Containment 

2. CEOG SAMG 중대사고관리 전략 

CEOG SAMG에서는 아래와 같이 14개의 사고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 Inject Into the RCS 

。 Depressurize the RCS 

。 Inject Into the S/G 

。 Depressurize the S/G 

。 Spray into Containment 

。 Operate Containment Fan Cooler‘ S 

。 Vent Containment 

。 Operate Hydrogen Recombiners 

。 Flood the Reactor Cavity 

。 Restart RCP 

。 Vent the RCS 

。 Spray the Auxiliary Building 

。 Flood the Auxiliary Building 

。 Spray the Outside of th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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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NEA 중대사고관리 전략 

OECD/NEA에서는 아래와 같이 16개의 사고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이차 격납건물 침수(Flood secondary containment)나 이차 격납건물 살수 

(Spray secondary containment)전략은 국내원전에 적용되지 않는 전략이다. 

。 Inject Into the RCS 

。 Depressurize the RCS 

。 Inject Into the S/G 

。 Depressurize the S/G 

。 Inject into Containment 

。 Vent Containment 

。 Restart RCP 

。 Operate Hydrogen Igniters 

。 Operate Hydrogen Recombiners 

。 Operate Containment Fan Coolers 

。 Spray into Containment 

。 Flood Secondary Containment 

。 Spray Secondary Containment 

。 Flood Reactor Cavity to Cover RPV Lower‘ Head 

。 Steam Inerting/De-Inerting of the Containment 

。 Limit the Radioactive Release by Filters 

4. NUREG/CR-5856 중대사고관리 전략 

NUREG/CR-5856에서는 127>>의 사고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NUREG/CR-5856에 

서 사용된 사고관리 전략중 Feed and Bleed를 제외하고는 국내원전에 적용 

가능한 전략들이다. 한국 표준형 원전 사고관리전략과 일치한다. 여기에서 

의 Feed and Bleed 전략은 노심 손상 방지 목적이다. 다음은 NUREG/CR-5856 

의 사고관리 전략이다. 

。 Inject Into the RCS 

。 Depressurize the 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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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ect Into the S/G 

。 Depressurize the S/G 

。 Flood Containment 

。 Vent Containment 

。 Operate Hydrogen Igniters 

。 Operate Hydrogen Recombiners 

。 Operate Containment Fan Coolers 

。 Spray into Containment 

。 Flood Reactor Cavity to Cover RPV Lower‘ Head 

。 Feed and Bleed 

5. 한국 경수로 표준형원전 중대사고관리 전략 

국내 경수로에 대한 표준형 원전 사고관리전략은 7개의 완화전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전략의 목적， 조치내용， 사용기기 또는 계통은 표 2. 1. 5-1 

에 요약하였다. 앞에서 기술된 대부분의 사고관리 전략과 유사하지만 다음 

과 같은 특정을 가지고 있다. 

WOG SAMG와 비쿄하여 굳이 SAG 와 SCG 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한국 경수로 

표준형 원전 사고관리지침서에서는 전략 수행 시점에서의 발전소 상태에 따 

라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 평가 없이 바로 전략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 즉， 발전소 안전 변수와 격납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동시 

에 감시하도록 하고， 격납건물 중대위협 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하지 않을 때 

에는 발전소 안전 변수의 설정치 초과 여부에 따라 해탕 완화 지침서를 수 

행한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격납건물 중대위협 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하게 

되면 수행중이던 완화지침서 사용을 중단하고 격납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완 

화할 수 있는 완화지침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WOG SAMG와 비쿄하여 격납건물 진공 방지 (Containment Vacuum) 전략을 채택 

하지 않았다 격납건물 진공이 중요하게 되는 경우는 격납건물이 고압일 때 

격납건물 배기를 하면 증기와 비웅축성 기체가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어 

격납건물 압력이 대기압과 비슷하게 된다. 이때 격납건물 배기를 범추고 격 

납건물 대기중의 증기를 웅축시키면 일시적으로 격납건물이 진공 상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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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내 경수로 표준형 원전에서 

격납건물 배기를 실시할 때 최저로 낮아질 수 있는 압력은 MAAP4 계산에 의 

하면 -5.4 psig 로 공칭압력 -4.0 psig 보다 낮으나 ABAQUS 코드를 이용한 

격납건물 건전성 분석에 의하면 5.4 psig 에서도 격납건물은 건전성을 유 

지한다. 따라서 격납건물 진공 방지를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CEOG SAMG와 비쿄하여 격납건물 외부 살수(Spray the outside of the 

containment)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전략을 채택할 경우 핵분열생성 

물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될 때 방출부위에 살수를 함으로써 방출되는 핵 

분열생성물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격납건물 외부에 살수를 하기 

위하여는 소방차를 이용하여야 되는 데， 이때 작엄인원들은 방사능에 노출 

되게 된다. 격납건물 외부 살수는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나， 격납건물 살수 

계통이나 팬 냉각기 계통이 이용 불가능하여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 외부 살수를 별 

도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고， 발전소에 따라 격납건물 방출 제어의 대체전략 

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CEOG SAMG와 비쿄하여 RCP 재기동(Restart RCP)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 

RCP를 재기동하는 목적은 첫째， 증기발생기 튜브 상단에 축적되어 있는 비 

웅축성 기체를 제거함으로써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 기능을 향상시키고， 

둘째， 원자로용기내에 냉각재가 없을 때 중간냉각재관에 있는 냉각재를 원 

자로용기 내로 주입함으로써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이다.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를 하기 위하여는 RCS 냉각수 주입과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RCP 재기동은 사고완화에 어느 정 

도 도움은 되지만 다른 전략에 비추어 보아서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략으로는 취급하지 않고. RCS 냉각수 주입의 대체전략으로 처리되 

어 있다. 

CEOG SAMG와 비쿄하여 RCS 배기 (Vent the RCS)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 

RCS를 배기하는 목적은 첫째， 원자로용기 상부에 축적되어 있는 비웅축성 

기체를 제거함으로써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 기능을 향상시키고， 둘째， 

RCS 압력이 높을 때 RCS를 캄압하는 것이다. 표준 원전에서 RCS 배기에 사 

용할 수 잇는 계통은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 계통(RCGVS)인 데 캄압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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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캄압계통 또는 증기텀프에 비하여 미미하며， 원하는 압력까지 캄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RCGVS를 사용한 RCS 배기는 별도의 전략으로는 

취급하지 않고. RCS 캄압의 대체전략으로 처리되어 있다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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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5-1 한국 경수로 표준형 원전 사고관리 전략 

지칭서 
제 I「E I「E "1져 조 치 

사 용 기 기 또는 

번호 겨1통 

• RCS 열제거왼 확립 
• 고압급수겨1통 

• SG 건전성 유지 SG 급수 주입 
• 저압급수겨1통 중기발생기 

완화 01 
급수 주입 

• 격납건물 우회 방지 

•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능물질 SG 감압 • 중기방즐밸브 
방즐 감소 

• SDS 
• DCH 방지 RCS 직접 감압 

• 가압기 보조살수 
완화 02 

왼자로냉각재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겨1통 감압 
• 노싱 냉각 확립 SG 감압 • 중기방즐밸브 

• 노싱 냉각 확립 • 고압/저압 
왼자로냉각재 

안전주입펌프 
완화 03 겨1 통 냉각수 

• 왼자로용기 파손 방지 
RCS 냉각수 주입 

주입 
• 격납건울 대기로의 방사능물질 • 살수 펌프 
방충 감소 • 충전 펌프 

• 노싱 열제거원 확립 

• 왼자로용 기 건전성 유2 

완화 04 
격납건물 •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 
• 살수펌프 

냉각수 주입 건전성 유지 .RWT 중력배수 

• 격납건뭉 대기로의 방사능물질 

방충 감소 / 
J 

• 격납건물 살수 / 
• 격납건울에서의 방즐 감소 

격납건물 감압 • 격납건물 팬 
• 보조건물로의 방출 감소 

냉각기 
완화 05 

핵분열생성울 
• 중기방즐밸브 및 

방즐 저1 어 • 중기발생기에서의 방즐 감소 중기 덤프 
복수기 

• 보조건물에서의 방충 제어 보조건물 배기 
• 보조건물 배기 

겨1 통 

• 격납건물 살수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격납건물 열저1거원 가통 • 격납건물 팬 

완화 06 
격납건물 상태 • 방사능물질 방즐 감소 냉각기 

제어 • 기기 및 계측기 작통 환경 

유지 격납건물 배기 • 격납건물 퍼지계통 

수소 제거 
• 수소정화기 

• 수소재결합기 

격납건물내 인위적 수소 연소 
• 전기 스파크 발생 

완화 07 
수소 저1 어 

• 수소 폭발 방지 전통기기 

• 격납건물 열제거원 

격납건물 불활성화 운전 중지 

• RCS 밸 B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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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수로 중대사고해석 종합전산묘드 개발 현황 

중수로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전산코드로는 1990년 

초에 캐나다의 온테러오 전력회사와 미국 FAI(Fauske & Associate Inc.)가 

공동 개발한 MAAP-CANDU가 있으며， 최큰에는 다시 MAAP4-CANDU를 개발하여 

CANDU 6 표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CANDU를 보 

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빛 사고관리를 수행할 단 

계에는 MAAP4-CANDU도 정상적인 궤도(사용자 모임 구성， 코드 관리 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AECL에서 장래에 수행 예정인 CANDU 고유의 현상 

에 대한 실험 결과들이 접목되변 경수로의 MAAP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수행된 월성 2.3.4호기 2단계 확 

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1995년 미국 FAI사와 ISAAC 1. 0 전산코드를 공동 

개발하였다. 이 코드 역시 MAAP 4를 큰간으로 CANDU 고유의 사고 진행을 탕 

시의 지식에 큰거하여 모사하였고， 이때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 

수적인 입장에서 사고 진행 해석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 경수로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진행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만， 중수로 원전 

에서의 사고 진행은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형면이다. 특히， 수 

평 연료관의 가열로 건전성을 상실한 후의 연료관 빛 칼란드러아， 냉각수 

빛 캄속재 거동에 대하여는 코드 결과와 비쿄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대사고 현상모텔에 대한 타탕성과 컴 

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MAAP4-CANDU도 유사한 상항이다 

ISAAC과 MAAP4-CANDU가 모의 할 수 있는 주요 중대사고 현상으로는 다음을 

들수있다. 

。 일차/이차계통， 칼랜드러아 용기， 양단차폐체， 칼랜드러아 볼트， 빛 원 

자로 건물에서의 일반적인 열수력 현상 

。 노심가열， 노심용융 

。 증기에 의한 지르카로이 산화반응 및 수소생성 

。 일차계통， 칼랜드러아 용기 , 칼랜드러아 볼트， 또는 원자로 건물의 파손 

。 가연성기체의 연소 

。 용융불과 냉각수반응에 의한 증기폭발 

。 노심용융불과 콘크리트 상호작용 

。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이송， 빛 침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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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전산묘드를 이용한 중수로원전 모델링 

대상발전소를 월성 2호기로 선정하고 발전소의 설계자료 빛 운전자료 동 

중수형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ISAAC코드(Integrated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for CANDU Plant)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 

여 원자로심을 비롯한 열수송계통， 칼란드러아， 원자로건물， 비상 안전주입 

계통 등을 모의하고， 발전소 초기조건 빛 코드 제어변수 등의 입력자료를 

완성하였다. 또한 입력자료에 대한 컴증을 위해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리 

오인 냉각재 상실사고， 증기발생기에서 다수의 세관이 파단되는 사고， 그러 

고 발전소 내 모든 쿄류전원이 상실되는 사고를 모의하고 분석하였다. 상세 

한 내용은 기술보고서 [8] 에 기술하였다. 

1. 모델링 방법 

ISAAC코드를 이용하여 원전을 모델렁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설계 또는 운전 

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 코드의 입력구조는 종합적 인 

현상을 다루는 여타 해석코드들과 같이 발전소의 각 계통별로 필요한 정보 

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 인 입 력계통으로는 3807>>의 수평 

연료관(Channel )과 7607>>의 공급배관(Feeder) 빛 8개의 원자로 헤더로 구성 

되는 원자로심. 4개의 증기발생기. 4대의 열 수송펌프， 빛 가압기를 포함하 

면서 2개의 폐회로로 구성된 열수송계통， 캄속재와 종단차폐 냉각을 포함하 

는 칼란드러아 계통， 원자로정지 빛 제어계통， 비상노심 냉각계통， 빛 원자 

로건물 계통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성 2호기 원전을 참조발전 

소로 선정하고 이들 계통들을 모의하기 위하여 월성 2호기에 대한 각종 설 

계자료와 계통/기기 관련 도면， 운전자료， 빛 절차서 등을 입수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또한 ISAAC코드 자체의 입력 모델방법을 분석하여 입력자료를 완 

성하였다. 또한 완성된 입력자료의 컴증을 위하여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 

리오인 전원상실사고，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빛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를 선정하여 사고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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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링 내용 

ISAAC 코드의 노심 입력자료는 노심과 펌프의 출력변수， 구분계획 

(Nodalization Scheme) 변수， 칼랜드라아관/압력관/핵연료/입 출구이음 

(Inlet!Outlet Fi tting)의 구조/특성 변수， 그러고 대표 연료관별 그러고 

연료다발별 출력율 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AAC은 노심 계산을 위하 

여 폐회로 별로 수평 연료관을 따로 구분하고 유로방향， 출력율(Peaking 

Factor) . 높이 등을 고려하여 각 폐회로 탕 최대 37개까지의 대표 연료관 

(Representative Channel)을 모사할 수 있다. 즉， 월성 2호기의 3807>> 수평 

연료관을 최대 74개 (폐회로탕 37개)까지의 대표 연료관으로 그룹지을 수 

있으며， 본 입력에서는 127>> (폐회로탕 6개. 3x3 Core Pass)의 대표 연료관 

으로 그룹지었다. 대표 연료관 내부에는 대표된 개수의 실제 연료관의 내부 

에 존재하는 칼랜드라아관(Calandria Tube)/압력관(Pressure Tube) /핵연료 

(Fuel Rod)가 한 개의 칼랜드라아관， 압력관， 빛 핵연료처럼 모의되며， 실 

제 연료관 내부에 포함된 냉각재 빛 CO2 가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모의된 

다. 또 대표 연료관은 본 입력에서 축방향으로는 127>> (최대개수=127>> )의 연 

료다발 (Fuel Bundle)로 나누었으며， 연료다발은 연료 용융 및 파손 시 노 

심 용융물 이송의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한면 가압경수로의 일차계통에 해탕되는 열수송계통은 8자 모양의 폐회로 2 

개로 구성되고 가압기가 달려있는 연결관 (Interconnection Line)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2개의 폐회로는 Loop 1과 Loop 2로 구분하여 독립적으 

로 모사되며， 각 폐회로의 구조물은 고정(변경불가)된 14개의 열침원과 사 

용자가 입력으로 제공하는 수평연료관 개수의 대표 입/출력 공급배관 

(Representative Inlet/Outlet Feeder‘)어 대한 열침원 (최 대 37개 x 2( 입 . 

출력) = 최대 74개)을 합하여 최대 88개의 열침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열 
침원들은 열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해 면적， 높이， 두께， 그러고 외부변의 차 

폐 (Insulation) 종류와 같은 사용자 입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차계통의 

열침원은 평판형태의 2차원 Mesh로 나뒤어져 구성되는데， 대표연료관의 열 

침원은 대표된 개수의 실제연료관 열침원의 특성을 보유하도록 모의된다 

그러고， 열수송 펌프 2대 (폐회로탕)는 8자 모양의 폐회로에 직렬로 연결되 

어 폐회로 내부의 마찰로 인한 캄압을 보상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ISAA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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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모텔은 펌프 정지신호 이후 캄쇄곡선 ( Coas tdown Curve)에 따라 유량 

이 캄소하는 경우 이 곡선으로부터 유속과 펌프로부터의 발생열을 계산하므 

로 펌프 캄쇄곡선에 대한 입력 (Look-Up Table)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증기발생기 고갈 등으로 일차계통이 과압이 될 경우에 계통을 보 

호하기 위해 각 폐회로탕 2개씩 모두 4개의 일차계통 과압보호밸브 ( Liquid 

Relief Valve LRV)가 탈기웅축기 (Degasser‘ Condenser Tank DCT)로 연 

결되어 있다. 또한 탈기웅축기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탈기웅축기 

캄압밸브 (DCT Relief Valve)가 설계되어 있고 이 밸브마저 열리면 냉각수 

는 원자로건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압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LRV의 설정 압력이 가압기 캄압밸브의 설정치보다 낮기 때문에 먼저 개방되 

어 탈기웅축기를 가압시킨다 LRV는 Fail-0pen으로 설계되어 전원이 연결되 

지 않으면 열리도록 모의되어 있다. 

LOCA 초기사건시 사용자는 폐회로의 어느 한곳에 파단위치를 지정하게 된 

다. 만일 Broken S/G의 U-관이 파열되면 냉각수는 증기발생기의 2차측으로， 

압력관이 파손되면 칼랜드러아 (캄속재계통)로， 그러고 그 외의 곳이 파열 

되면 냉각수가 원자로건물로 방출되도록 모델되어 있다. ISAAC에서 일차계 

통의 파단유량 (Break Flow)을 계산하기 위하여 파단부위의 정보가 필요하 

며 이러한 정보에는 파단부위의 위치， 면적 빛 높이가 포함된다. 

열수송계통의 입 력 자료는 계통의 기하학적 구조변수， 붕괴 열 관련 변수 

(원자로 정지 이후 붕괴열은 ANSI 붕괴 곡선， 흑은 사용자의 입력표에 의하 

여 계산). 그러고 앞에서 언급된 열침원 변수， 열수송 펌프 관련 변수， 일 

차계통 과압보호밸브 빛 탈기웅축기 캄압밸브 변수， 빛 LOCA 특성변수로 구 

성되어 있다. 

ISAAC에서 사용되는 가압기 모텔은 가압기내 압력과 가스/냉각수의 온도를 

계산한다. 월성발전소는 가압경수로와는 탈리 두 개 폐회로의 연결관에 가 

압기 벌럼관(Surge Line)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 1개의 벌럼관을 2개의 

독립적인 벌럼관으로 모의하여 가압기와 각 폐회로 간에 연결하였고， 따라 

서 각 폐회로는 가압기를 통하여 연결되게 된다. 벌럼관에는 회로고립밸브 

(Loop Isolation Valve)가 설치되어 있어 LOCA 사고 등으로 계통압력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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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값보다 낮아지면 고립밸브는 잠겨 가압기는 일차계통과 단절되며， 동시 

에 두 개의 폐회로도 서로 고립된다. 결국， 가압기가 고립되기 전까지는 가 

압기와 건전한 폐회로의 냉각수가 파손된 폐회로로 유입되고， 고립된 후에 

는 파손된 폐회로만 냉각수를 상실하여 건전한 회로는 냉각수 재고량을 유 

지하도록 모의되었다. 또한 가압기에도 캄압밸브 (Pressurizer Steam 

Relief Val ve)가 있어 탈기웅축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고 캄압밸브 전단 

의 증기방출밸브 (Steam Bleed Valve)는 캄압밸브의 개방 설정치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리므로 본 입력에서는 모의되지 않는다. 가압기의 입력 자료는 

기하학적 구조변수， 가압기 캄압밸브 변수， 가압기 전열기 변수， 빛 밀림관 

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칼랜드러아는 칼랜드러아 용기를 모의한 하나의 volume으로 구성되 

며 파손판 (Rupture disk)을 통해 원자로건불과 연결된다 열침원은 통상 4 

개로 구분되며 수평연료관 개수의 반씩을 포함하는 폐회로별 구분과 종단차 

폐체 (End Shield)와 닿아있는 2개의 Tubesheet 벽체로 구분된다. 또한 안 

전계통은 경수로와 유사하게 안전주입계통 (ECCS ), 원자로건물 살수계통， 

공기냉각기 둥으로 구성되고， 이차계통은 증기발생기 이차측을 하나의 

volume으로 구성하며 입구측의 급수계통 및 출구측의 터빈/웅축기/외부환경 

과 밸브를 통하여 연결된다. 

원자로건물은 원자로건물 공간을 구역 (compartment)으로 나누고， 각 구역 

을 연결시켜주는 유로를 정의하여 원자로건물 내부에서의 유동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구역의 경우， 부피， 표면적， 그러고 바닥의 높이를 정의하 

여 구역간의 관계를 구성하고， 각 유로에 대하여 높이， 유로 면적， 길이， 

초기 수위， 그러고 유로에 밸브나 막이 있는 경우 유로 형성 조건동을 정의 

한다. 대기와 벽 또는 계통간의 열전달을 모의하기 위해 벽이나 바닥 또는 

탱크등의 열침원을 구성한다. 

3. 모델링 결과 

ISAAC코드를 이용하여 월성 2호기를 보텔렁한 결과를 표와 그럼으로 나타내 

었다. 그럼 3. 1. 3-1은 2개의 폐회로로 구성된 열수송계통을 보여준다. 폐회 

로 2개를 Loop 1과 Loop 2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모사하며， 각 폐회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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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증기발생기 중에서 변의상 가압기가 연결되어 있는 쪽의 증기발생기 

를 Broken (Loop) S/G. 다른 쪽을 Unbroken (Loop) S/G로 정의하였다. 따라 

서 전체에는 2개씩의 Broken S/G와 Unbroken S/G가 있으며， 증기발생기 배 

관 파단사고 (SGTR)는 Broken S/G 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여 

기에서 Unbroken S/G의 차가운 U관으로부터 펌프 (Pump 1). 입구측 헤더 

(RIH2 ), 연료관， 출구측 헤더 (ROH3)를 거쳐 Broken S/G의 뜨거운 U관까지 

를 Broken Loop으로 정의하고. Broken S/G의 차가운 U관부터 펌프 (Pump 

2 ), 입구측 헤더 (RIH4 ), 연료관， 출구측 헤더 (ROH1)를 거쳐 Unbroken S/G 

의 뜨거운 U관까지를 Unbroken Loop으로 정의하였다. 

그럼 3. 1. 3-2는 각 폐회로의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 내용을 나타낸다. 코드 

내에 고정된 147>>의 열침원과 사용자 입력으로 폐회로탕 각각 6개의 입/출 

력 공급배관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열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입력에서 

는각 대표 입력 공급배관의 열침원은 RIH2와 연료관 사이의 입력배관. RIH4 

와 연료관 사이의 입력배관. ROH3과 연료관 사이의 출력배관. ROH1과 연료 

관 사이의 출력배관에 각각 3개씩 배정되었다. 각 열침원은 두께가 있는 강 

철 평판 형태로 가정되었으며， 각 열침원의 입력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입력 

값이 주어졌다. 

표 3. 1. 3-1과 표 3. 1. 3-2는 원자로건물 각 격실과 유로에 대한 제원을 나타 

내며 그럼 3. 1. 3-3은 이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원자로건물은 다음의 

127>>의 격실로 구분하였다 1 ) 지하실 (basement ), 2) 칼랜드러아 볼트. 3) 

연료쿄채방 (F/M 107), 4) 연료쿄채방 (F/M 108 ), 5) 캄속재 방. 6) 접큰 

통로 ( access area ), 7 ) 보일러 공간. 8) 상부 돔. 9) 살수탱크. 10) 

Degasser‘ Condenser Tank. 11) 종단차폐체 (Endshield) 1. 12) 종단차폐체 

2. 한면 각 원자로건물 격실 사이에는 모두 18개의 유로를 정의하여 원자로 

건불 안에서의 기체 빛 냉각수， 그러고 핵연료 물질의 이동을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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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3-1 원자로건물 각 격실에 대한 입력자료 요약 

Geometry I nformation 

ISAAC Node Sedimentation ßottom 
NODE # Description Volume 

Area Elevation 
(m 3

) 
(m') (m) 

ßasement 4293.2 992.13 1.07 

2 Calandria Vault 532.9 97.74 7.16 

3 
F/ M Room 

2659.1 235.46 7.16 
(R107) 

4 
F/ M Room 

(R108) 
2659.1 235.46 7.16 

5 
Moderator 

Room 
4108 278.25 7.16 

6 Access Area 5585 1086.95 7.16 

7 ßoiler Room 20159.3 1068.39 24.61 

8 Upper Dome 7806 300 40.23 

9 
Dousing 

Tank 
729 3168 43.28 

10 Degasser CT 19.82 2.74 24.87 

11 End Shield 1 7.65 5.3 9.8 

12 End Shield 2 7.65 5.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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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3-2 원자로건물 각 유료에 대한 입력자료 요약 

Elevation Width Height Length Area Wate 
Node Node Hor(O) (m) (m) (m) (m) (m') Depth(m) 

No Up Down Ver(l ) 

ljU、c XWJUNC XHJUNC XLjUNC AjUNCO XOjUNC 

2 7 17.45 0.0762 0.0762 2.12 0.0365 0.0762 

2 3 7 17.45 27 0.18 8.55 9.72 10 

3 4 7 17.45 27.23 0.22 8.55 11.98 10 

4 3 5 0 0 4.84 17.45 0 84.43 10 

5 4 5 0 0 4.84 17.45 0 84.43 10 

6 3 6 0 0 7.92 7.27 0 57.58 10 

7 4 6 0 0 7.92 7.27 0 57.58 10 

8 5 7 17.45 32.71 7.78 0 254.4 니 [

9 5 0 1.6 1.6 0 2.56 

10 7 8 15.62 40 40 0 1257 10 

11 8 9 9.5 12 12 2 113.1 10 

12 7 6 0 4.4 4.4 0 43 2 

13 6 0 4.93 4.93 0 31.64 2 

14 2 0 3 1.5 

15 10 3 0 6.5 0.02285 0.02285 0 0.0043 0.0 

16 11 7 14.81 0.0762 0.0762 2.12 0.016215 0.0762 

17 12 7 14.81 0.0762 0.0762 2.12 0.016215 0.0762 

18 8 13 0 3.05 0.1 0.1 0.3 0.1 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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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3-1 월성 2호기 일차계통 ISAAC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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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 1. 3-2 3X3 수평 연료관 구조의 ISAAC 일차계통 모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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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SAAC 전산묘드 모델분석 

1990년대 중반에 월성2/3/4호기의 2단계 PSA 수행목적으로 1년동안 한국원 

자력연구소 (KAERI)와 FAI (Fauske & Associates , Inc，)가 공동으로 개발한 

ISAAC 전산코드는 CANDU 고유의 중대사고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기본모델 

위주로 작성되었다. 또한 본 코드를 이용한 사고 시나리오 해석경험도 2단 

계 PSA 수행목적으로 제한되어 충분하지 못하며 사용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등도 아직 초보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 열수력 빛 핵분열생성불 모텔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코드률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해석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SAAC의 여러 모델중 기본 

열수력 주요 모델인 노심 열전달 모텔， 파단유량 모텔， 비상노심 주입모델 

빛 원자로건물 살수모델을 열수력 관점에서 평가하였고， 핵분열생성불과 

직. 간접으로 연관된 계통의 노드화 (Nodalization) 모텔， 붕괴열 (Decay 

Heat) 모텔， 휘발성/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Volatile Fission 

Product Release) 빛 핵분열생성물의 이송 빛 침착 모델을 주로 핵분열생성 

물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코드컴증 차원에서 살펴보면， ISAAC 전산코드는 경수로와는 탈리 CANDU 원 

전에서의 중대사고 진행 빛 현상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실험자료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며 핵연료관 파손과 같은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캐나다의 원자 

력공사 (AECL)에서 제한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도 COG 

(CANDU Owner ’ 5 Group) 소유자료로 외부에서는 관련 실험이나 해석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ISAAC은 개발 이후 충분한 컴증 빛 

이를 통한 활용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모텔에 

대한 내용 분석과 모델 평가를 동시에 수행했으며， 모델평가는 불확실 변수 

또는 사용자 옵션에 대한 민캄도 계산결과를 이용하는 연구전략을 사용하였 

다. 

1. 노심 노드화 모델 

가. 모델 특성 빛 분석방법 

ISAAC 전산코드는 발전소 계통의 노드화 (Nodalization)를 위해 여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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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마찬가지로 주요 계통을 분리. 구분하며 이는 일차계통， 이차계통， 

칼랜드러아， 안전계통， 그러고 원자로건물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계통에 대해 노드화 또는 구역화된 모델링 방법 빛 월성 2/3/4 2단 

계 PSA에 적용된 노드화 모델링 방식은 제3장 제1절에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드화 모델 분석 결과， 노심 빛 원자로건물의 노드화에 대한 변경 

이 가능하였으나 원자로건물의 노드화는 기존의 경수로 (MAAP코드의 경우) 

에 비해 이미 상세한 노드계획 ( =127>> 격실)이 사용되었고 격실간 혼합도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심 노드화 모텔에 대해 민캄도 분석만을 수행하 

였다. 여기서는 월성 원전을 대상으로 3807>> 수평 연료관을 기존의 127>> 

(폐회로탕 6개. 3x3 Core Pass) 빛 새로운 16개 (폐회로탕 8개. 4x4 Core 

Pass ), 20개 (폐회로탕 107>>. 5x5 Core Pass)와 24개 (폐회로탕 127>>. 6x6 

Core Pass)의 대표 연료관으로 그룹하여 핵연료관 빛 핵분열생성물의 거동 

그러고 사고진행에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민캄도 분석을 위하여 고압사고경위 빛 저압사고경위의 대표사고로서 발전 

소정전사고 (class IV 외부 전원이 상실된 후 비상 디첼 발전기까지 고장， 

LOAH) 빛 대형냉각재상실사고 (원자로 출구모관 (Reactor Outlet Header)에 

서 대형파단(=0.2594 m2 ) 이 발생. large LOCA)를 각각 참조사고로 이용하였 

고， 극한의 사고진행을 위하여 증기 발생기 급수계통， 칼랜드러아를 포함한 

모든 계통의 냉각 장치 , 그러고 공학적 안전장치등은 작동 불능으로 가정하 

였다. 

대표 연료관의 개수가 달라지면 대표되는 압력관의 개수가 달라지므로 대표 

연료관별 출력률 빛 열침원 특성치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 

서는. <표 3.2.1-1>에서 보였듯이， 노심 평균 출력률 (=1. 007) 빛 높이 둥 

과 같은 전체 열침원 특성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입력을 조정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노드화 민캄도분석이 수행된 경우에 대한 ISAAC 입력파일은 

기술보고서 [9]을 참조하면 된다 본 분석에서 특이사항으로. 6x6 노심 노 

드화 경우. Compaq Fortran V5.3을 이용한 ISAAC 실행파일은 오류( forr‘ t 1: 

severe (139): array index out of bounds for index 1 (SIGTRAP))가 발생 

하여 계산수행이 실패했으나 Compaq Fortran Compiler X5.5-2602-48C8L 

(Compaq Fortran V5.5-2602)을 이용한 ISAAC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오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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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고압/저압 사고에서의 모텔 영향 평가 

노심노드화에 따른 사고진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파손시간을 고압 

(LOCA) 빛 저압 (LOAH) 사고경위에 대해 〈표 3.2.1-2>에 표시하였다. 파손 

시간은 노심 노드화에 따른 영향이 칙접 나타나는 핵연료관의 파손시작 시 

점 빛 원자로건물의 파손 가능성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칼랜드러아 용기의 

파손시점을 분석하였다. 

민캄도 분석 결과， 폐회로별 핵연료관 파손시점이 동일한 고압사고경위에 

대해서는 노드화에 상관없이 핵연료관 빛 칼랜드러아 파손시점이 거의 비슷 

하였다 그러고 파단위치에 따른 폐회로별 핵연료관 파손시점이 서로 다른 

저압사고경위에 대해서도 핵연료관 빛 칼랜드러아 파손시점이 거의 비슷하 

였다. 다만 4x4 빛 5x5 노심노드화 (core bypass)시에 건전 폐회로 (Loop2) 

의 핵연료관 파손시점이 파단 폐회로 (Loop1) 보다 약간 빨랐는데 이의 원 

인은 추후 상세 컴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파단 빛 건전 폐회로의 핵연료관내 핵연료의 평균온도 (=TCRAVG) 

빛 가장 높은 핵연료 온도 (=TCRHOT)를 고압 빛 저압 사고경위에 대해 〈그 

럼 3.2.1-112> 빛 〈그럼 3.2.1-3/4>에서 각각 보였다 이에 의하면 두가지 

온도 거동이 거의 비슷하였다. 다만 저압 사고경위의 5x5 노심노드화시에 

파단 폐회로 최하단 노드의 핵연료 용융이 조기에 발생하여 후기 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후기 노심용융은 칼 

랜드러아 용기 파손 직전 시점에서 노심출력률이 가장 낮은 핵연료관의 일 

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총 노심용융물의 7-8% 이하여서 (<그럼 3.2.1-5/6> 

참조) 전체 노심용융 거동에는 별 영향이 없다 또한 건전 폐회로의 노심용 

융에서는 양쪽 사고경위 모두에서 후기 노심용융을 포함하여 별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심노드화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계산종료시 (사고시작후 3일) 격납건물내 (대기+침적+냉각수조) 주요 핵분 

열생성물의 누적분율을 고압 (LOAH) 및 저압 (LOCA) 사고경위에 대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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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에 정 리 하였고 〈그럼 3.2.1-7/8>에 CsI의 시 간에 따른 분율을 각각 

보였다 (TeOz 빛 H3 ( 삼중수소)의 시간에 따른 분율은 기술보고서 [9] 참조 ) . 

분석결과에 의하면. TeOz의 경우에 고압 빛 저압사고 모두 3x3 노심노드화 

경우에 누적분율이 약간 높았으나 CsI의 경우에는 저압사고시는 3x3 노심노 

드화 경우에 누적분율이 약간 높은 반면 고압사고시는 3x3 노심노드화 경우 

에 누적분율이 약간 낮아 핵종별로 노드화에 따른 보수성은 일정하지 않았 

다. 전체적으로 4x4 빛 5x5 노심노드화 경우가 경향이 비슷하고 3x3 빛 6x6 

노심노드화 경우가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누적분율의 차이는 최대 10% 이내 

였으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노심노드화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어 노심노드 

화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노심 핵연료의 거동 빛 전체 사고진행에 상세 노심노드 

화에 따른 큰 영향이 없으므로 수평 연료관을 127>>의 대표 연료관으로 노드 

화한 기존의 방법이 최적화 방안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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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노심노드화에 따른 노드별 높이 빛 출력률 

노드 3x3 4x4 5x5 6x6 

APF 채널 높이 APF 채널 높이 APF 채널 높이 APF 채널 높이 

0.879 (1) 6.542 0.879 (1) 6.542 0.879 (1) 6.542 0.872 (1) 6.542 

1.048 (4) 5.016 1.020 (5) 5.844 0.986 (6) 5 .457 0.879 (η 6.098 

1.079 (2) 4.244 1.048 (2) 5.147 1.017 (2) 4.372 1.048 (2) 5.654 

1.091 (5) 3.382 1.079 (6) 4.449 1.048 (η 3.287 1.074 (8) 5.210 

1.074 (3) 2.520 1.091 (3) 3.752 1.079 (3) 2.202 1.079 (3) 4.766 

0.872 (6) 1.659 1.074 (η 3.054 1.091 (8) 5.999 1.091 (9) 4.322 

0.994 (4) 2.357 1.074 (4) 4.914 1.091 (4) 3.879 

f 0.872 (8) 1.659 1.033 (9) 3.829 1.079 (1 0) 3.435 

0.992 (5) 2.744 1.074 (5) 2.991 

.ι/ 

\ 
0.872 (1 0) 1.659 1.048 (1 1) 2.547 

4 ’ 4 

0.879 (6) 2.103 

‘ 
꺼- 、

0.872 (1 2) 1.659 

평균 1.007 1.007 1.007 1.007 

참조) 위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대표연료관의 채널번호이다. 파단폐회로 

(Broken Loop. LOCA가 아니더라도 변의상 RIH2와 ROH3을 연결하는 loop을 

의미 )에 연결되어 있는 채널부터 시작하며， 그 다음에 건전폐회로 

(Unbroken Loop. LOCA가 아니더라도 변의상 ROH1와 RIH4를 연결하는 loop을 

의미 )에 연결된 채널의 번호가 연결된다. 즉. 3x3 노심 노드화인 경우， 채 

널번호 1.2.3은 Broken Loop에， 채널번호 4.5.6은 Unbroken Loop에 연결되 

며， 높이로 보면 1.4.2.5.3.6의 순서로 위로부터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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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노심노드화에 따른 주요 파손시 간 비쿄 

노심 노드화에 따른 파손시 간 〔초 (시 간) J 
사고경위 파손위치 

3 x 3 4X4 5 X5 

고암사고경우| Loop1 /2 핵연료관 22553 (=6.26) 22985 (=6.38) 22642 (=6.29) 

LOAH 칼랜드라아 용기 148560 (=41 .3) 147175 (=40.9) 147672 (=41.0) 

Loop1 핵연료관 9150 (=2.54) 12020 (=3.34) 12014 (=3.34) 
저암사고경우| 

Loop2 핵연료관 11166 (=3.10) 11533 (=3.20) 11559 (=3.21) 
LOCA 

칼랜드라아 용기 143310 (=39.8) 143536 (=39.9) 144048 (=40.0) 

표 3.2.1-3 노심노드화에 따른 격납건물내(대기/침적/냉각수조) 주요 FP 

누적분율 (사고 72시간후) 

노심 노I화에 따른 격납건물내 누적분율 [%] 

사고경위 핵종 
3x3 4x4 5x5 6x6 

CsI 39.0 40.5 40.8 39.2 

고압사고경위 Te02 7 l.1 69.3 69.2 70 .4 

LOAH Te 20.9 22.6 22.7 2 l.8 

H3 95.8 95.8 95.8 96.0 

CsI 32.2 29.8 29.5 32.0 

저압사고경위 Te02 27.8 25.5 25.1 27.7 

LOCA Te 0 0 0 0 

H3 94.9 94.8 95.0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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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열전달 모델 

가. 수평 연료관 내부의 연료봉 온도분포 해석방법 컴토 

경수로 중대사고 해석코드에서 축 방향과 반경방향으로 정의된 연료봉 노드 

가 몇 개 (흑은 수십 개)의 실제 연료봉의 전반적인 특성을 모의하듯이， 월 

성 대상의 안전해석코드인 ISAAC에서도 비슷한 연료관 (또는 연료봉) 군칩 

화 모델링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3807>>의 수평 연료관을 최대 74개의 대 

표 수평 연료관으로 정의하여 칼랜드러아 내부에서의 수평 노심의 거동을 

예측하고 있다. 각 대표 연료관은 서로 다른 높이와 출력을 가침으로써 칼 

랜드러아 내부의 캄속재 수위 효과와 가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 

한 수평 연료관 내부의 127>>의 다발 (bundle)은 각각 또는 2개씩 묶어 출력 

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평연료관 내부의 축 방향의 온도 분포를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NDU형 원전인 월성의 경우 수평연료관 안에는 모두 37개의 연료봉이 각 

연료 다발에 놓여 있으며， 제일 가운데 1개 (링 1). 그 주위의 6개 (링 2). 

그 외꽉의 127>> (링 3). 그러고 제일 바깥쪽의 187>> (링 4)로 구성되어 있 

다. 중수로 원전에서의 설계기준사고를 모의하는 CATHENA[ 10]는 37개의 연 

료봉을 각각 (또는 높이에 따라 군칩화하여 197>>로) 모의한다. 따라서 연료 

관 내부의 연료봉 온도 거동만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유용하나， 다른 일차계 

통이나 원자로건물 전반에서의 열수력 모텔에 비하여 모델 정도가 너무 깊 

어 모델 균형이 맞지 않으며， 또한 이 방법을 전체의 연료관에 적용하게 되 

면 경우 해석해야 할 연료봉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발전소를 모의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CHAN 전산코드[11]의 경우는 렁으로 구분하여 대표 연료봉으로 정의하여 모 

의하는데， 연료봉이 37개의 경우 4개의 렁으로. 28개인 경우 3개의 렁으로 

모의한다. 이러한 방법은 압력관 내부의 연료봉들의 온도 분포를 적절한 

수의 연료봉을 정의하여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적용 범위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즉 압력관 내부에 냉각수가 있는 경우 냉각수 수위가 

캄소하면 (예로， 제일 외각의 링 (링 4)은 상부에 위치한 일부 연료봉은 대 

기에 노출되지만， 하부에 위치한 연료봉들은 여전히 냉각수에 잠겨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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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같은 렁으로 모사하더라도 급격한 온도 분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임 

의의 링의 대표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각 연료봉의 온도를 평균해야 하는 

데， 이렇게 온도 분포가 차이가 나면 여러 렁으로 모델하는 의미가 퇴색한 

다. 실제로， CHAN을 이용한 실험 해석에서는 이미 사고가 많이 진행되어 

압력관 내부에 순수하게 수증기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그 때의 연료봉의 온도 분포를 실험과 비쿄한다. 캐나다에서 개발한 

MAAP4-CANDU는 CHAN 모델을 이용하여 노심을 모의하므로 CHAN 코드의 특성 

을 가지고 있다. 

ISAAC은 PSA 용으로 사고 진행 경향 빛 사고시점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 

로 개발되 었으므로 노심 모의를 위해 37개의 연료봉을 대표 연료봉 하나로 

정의하여 모의한다 이 방법은 수평연료관 내부에서의 열전달을 모의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의 장점은 코드 전체의 전반적인 열수력 모 

델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대사고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데 있다 또한， 단일 연료봉이지만 외부 조건 (냉각수 흑은 대기와 

의 접촉)에 따라 연료봉 내부에서의 온도분포를 구하여 압력관 내부의 수위 

변화에 따른 열전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37개의 연료 

봉을 대표 연료봉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37개 연료봉 사이의 온도 분포가 

큰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AECL에서 수행한 실험을 CATHENA와 CHAN 코드를 이용하 

여 해석한 결과를 컴토하여 압력관 내부에 위치한 연료봉 사이의 온도 분포 

를 비쿄함으로 코드 특성을 규명하였다 자세한 컴토 결과는 참고문헌 

[12] 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수평연료관 내부에는 7개， 28개， 그러고 37개 등의 연료봉이 위치해 있고， 

해석 코드의 특정에 따라 연료봉 모델링의 차이가 있다. 그럼 3 ， 2 ， 2-1에서 

보는 것처럼 CATHENA는 개별 연료봉을 모의하며， CHAN 코드는 렁으로 연료 

봉을 대표한다. 그림 3， 2 ， 2-2는 7개의 연료봉을 사용한 모의실험에서의 실 

험 측정치와 CATHENA, 그러고 CHAN 코드의 계산 결과를 내부 빛 외부 연료 

봉의 여러 위치에서 비쿄하고 있다. 각 그럼에서의 실험과 코드와의 온도 

차이는 가열되는 동안 (stage 4) 내부 연료봉에서 약 200' C, 외꽉의 연료봉 

에서는 약 100' C의 차이를 보이며， 관심사인 내 외부 연료봉 사이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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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최대 약 2000 C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8개의 연료봉에 대하여 수행된 고온 열화학 실험인 CS 28-1에서의 압력관 

내 연료봉의 온도분포는 그럼 30202-3에 제시 되 어 있다 출력 이 40kW보다 

적은 600 초 이전에는 위치별로 최대 약 600 C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급격 

히 가열되는 그 이후부터는 온도 증가율이 서로 달라 제일 안쪽에 위치한 

TC 34 (중앙 링 ), 두 번째 링의 TC 32, 그러고 중앙 링의 가열되지 않은 연 

료봉의 TC 33이 높은 온도 분포를 갖는다. 산화 반응이 발생하기 이전인 

850초 부큰에서 최외각 연료봉 표변의 TC 29를 제외하고는 연료봉 사이의 

온도 차이는 약 180 0 C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압력관 내부가 과열의 수증기로 가득 차게 되면 연료봉의 온도 

는 이미 냉각재 상실로 상승한 상태이며 따라서 그럼 3.2.2-4(b)와 같이 연 

료봉들이 원래 자리를 이탈하여 처지는 현상 (sagging)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형상에서의 연료봉 온도 거동은 지금까지의 분석 대상이었던 건전한 

형상과 다르게 예측된다 그럼 3.2.2-5는 정상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연료 

채널에서의 CATHENA 해석 결과로， 제일 위 그럼에서 보면， 중앙 연료 다발 

인 bundle 7의 경우 시간에 따라 중앙 연료봉 1번의 피복재와 최외꽉의 연 

료봉 21의 피복재에서의 온도차이가 계속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 

3.2.2-4(b)와 같이 연료 채널 내부에서의 연료봉 재배치를 고려하여 해석하 

게 되면 (100초에 재배치된다고 가정) 그럼 3.2.2-6의 실선 온도처럼 내부 

에 위치한 연료봉의 온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심 

지어 외부로의 열 손실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형상 

재배치로 중앙에 위치한 연료봉 사이의 유로 면적이 캄소하여 수증기의 공 

급과 산화 반응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첨쇄선의 온도 거동은 연 

료 다발 사이의 지르칼로이 막판 (end plate)에서의 유량 혼합을 완전 혼합 

(complete mixing)으로 가정한 결과로 재배치 상항에서의 최대 산화 반응으 

로 인한 온도 상승을 보여주며 , 온도가 발산하는 굵은 점선은 초기 형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서의 온도 거동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압력관 내부의 연료봉 사이의 온도 분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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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압력관 내부에 냉각수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CHAN에서처럼 37개의 연료봉 

을 4개의 렁으로 구분하여 모의해도 수위에 따른 온도 분포 효과를 평가 

할 수 없다 즉， 동일한 렁에 소속된 연료봉도 상부에 있으면 대기에 노 

출되어 가열되고， 하부에 위치한 연료봉은 냉각수 온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AECL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보듯이， 중대사고 환경을 모의하기 

위하여 이미 압력관 내부의 냉각수는 모두 고갈되어 과열의 수증기가 차 

있는 경우를 모의하였고， 이 경우를 CHAN으로 해석하였다. 

2) 수증기 환경인 압력관 내부에서 연료봉들이 처음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 

였을 때， 지르칼로이 산화이전까지는 안쪽의 연료봉과 외꽉에 위치한 연 

료봉 사이의 온도 차이가 최대 200. C 정도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 압력관 내부가 수증기 환경인 경우는 이미 연료봉이 가열되어 있는 상항 

으로， 압력관 내부의 연료봉의 형상은 초기에 그림 3.2.2-4(b)처럼 재배 

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내부의 

연료봉에서의 증기 고갈 현상이 심하여 더 이상의 온도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 내부와 외꽉의 연료봉 사이의 온도 차이가 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벌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 ISAAC의 노심 열전달 모델 특성 

앞 가. 절의 분석 결론으로부터 중대사고 영역에서의 노심 열전달 현상은 

CATHENA나 CHAN처 럼 압력 관 내부의 연료봉들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모델하는 

것이 사고 진행에 크게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일단 압력관 내부의 연료 

봉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재배치되고 나면， 그 이후의 연료봉의 형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연료봉에 대한 자세한 모델링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력관 내부의 37개의 연료봉을 대표 연료봉으로 

정의하여 모델렁하는 ISAAC 코드는 비록 사고 초기 연료봉들의 재배치 이전 

동안 압력관 내부에서의 연료봉들의 온도 분포를 간과하지만， 그 영향은 중 

대사고 관점에서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ISAAC에서 모의하고 있는 노심의 형상은 그럼 3.2.2-7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럼에서 보듯이 칼랜드러아 용기 내부에 수평으로 놓여있는 수평연료관은 

칼랜드러아관 외벽의 캄속재 수위와 연계된 열전달 현상과， 압력관 내부의 

열수력 조건에서 칼랜드러아관 CO2 가스 층， 압력관， 그러고 대표연료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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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열전달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축 방향으 

로도 127>>의 연료다발 (fuel bundle)을 정의하여 온도 분포를 예측하고 있 

다. 

대형 파단사고와 발전소 정전사고에서의 ISAAC에서 예측하는 노심 내 온도 

분포를 그럼 3.2.2-8부터 그림 3.2.2-13에 정 리 하였다. 그림 3.2.2-8은 

LOCA 사고에서 수평연료관 내부의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부 

터 연료봉， 피복재， 압력관， 그러고 칼랜드러아관의 순서이다. 발전소 트 

립 이후 온도가 감소하다가 냉각재 상실로 압력관이 고갈되면서 온도는 거 

의 1500. C까지 상승하고 1시간 30분경에는 산화반응으로 급격히 발생하여 

연료봉 온도가 용융온도까지 도탈한다. 피복재 온도는 연료봉 온도와 유사 

하게 변하고， 압력관 온도는 약간 낮은 온도로 쫓아가다가 산화반응이 시작 

되면서 바로 연료봉 온도로 접큰한다. 칼랜드러아 용기의 캄속재와 닿아있 

는 칼랜드러아관은 캄속재 온도를 유지하다가 역시 산화반응 이후 연료봉 

온도에 도탈함을 보여준다 그럼 3.2.2-9는 칼랜드러아 용기 안에 높이별 

로 위치해있는 수평 연료관의 연료봉 온도를 보여준다. 높이 별로 연료봉 출 

력이 다르긴 하지만 가열되고 건전성이 손상되는 순서는 연료관 외부의 캄 

속재의 수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높은 위치에 있는 연료봉 

부터 손상됨을 보여준다 그럼 3.2.2-10은 제일 상단에 위치한 수평연료관 

의 축 방향에 위치한 연료봉들의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ISAAC에서는 축 

방향으로 127>>의 연료 다발 (fuel bundle)어 대한 출력을 지정하여주고， 출 

력이 높은 중앙부터 가열되어 손상되며 출력이 낮은 가장자리로 전파됨을 

알수있다. 

그럼 3.2.2-11부터 3.2.2-13까지는 발전소 정전사고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월성 원전에서는 초기 사고가 LOCA가 아니더 라도 냉각재가 

고갈되고 캄속재 수위가 낮아지면 압력관이 손상되어 압력관 파단사고로 진 

행된다. 따라서 사고 진행의 전체적인 경향은 LOCA와 유사하고， 다만 사고 

진행 시 간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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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2-1 실제 실험에 사용된 연료관 형상 빛 코드 별 모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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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되었을 연료봉이 3.2 . 2-6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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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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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3.2.2-11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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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단유량 모델 

모델 분석을 위해서 ISAAC 코드의 관련 서브루틴(FLOBRK. WFLOW)의 코딩내 

용과 참조코드인 MAAP코드의 사용자 설명서 등을 참조하였고. ISAAC을 이용 

하여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 냉각재 상실사고를 모의하여 

그 계산결과를 월성원전의 최종 안전성분석 보고서 (FSAR)와 비쿄하였다. 

냉각재 상실사고는 파단위치를 원자로 출구모관(Reactor Outlet Header: 

ROH). 원자로 입구모관(Reactor Inlet Header: RIH). 펌프흡입관(Pump 

Suction: PS)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위치에서 관 넓이의 100%. 55%. 35%의 

파단크기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서 분석된 파단유량， 비상노심주입량 빛 원자로건물 살수효과와 비쿄하였 

다. 

ISAAC의 파단유량 모텔에서는 Henry-Fauske의 이상 임계유동 모델을 이용하 

여 두 격자 사이의 개구부를 통한 과냉각수， 그러고 가스와 증기가 혼합된 

이상 유체， 또는 물의 유출량을 계산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13]를 모의하 

여 파단유량을 컴토하였으며 파단위치와 파단면적을 변화시켜 가면서 

FSAR[14]의 관련 값들과 비쿄하였다. 표 3.2.3-1은 파단 크기와 파단 위치 

에 따른 초기 파단 방출 유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ISAAC 값과 FSAR 값이 차 

이가 있으나 파단부를 통한 방출 총량은 유사하며， 중대사고 현상자체가 가 

지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 모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2.3-1부터 그럼 3.2.3-3은 ISAAC으로 계산된 100% 

원자로 출구 모관 파단시 파단 방출유량. 35% 원자로 입구 모관 파단시 파 

단 방출유량， 그러고 55% 펌프 흡입구 파단시 파단 방출유량을 나타낸다. 

표 3.2.3-1 파단 크기와 파단 위치에 따른 초기 파단 방출 유량 

\ ROH 7 RIH 8 RIH 8 PS 4 PS 4 
(100%) (35~“ (100%) (55%) (100%) 

ISAAC(kg!s) 871 8 2506 7159 5574 10135 

FSAR (kg!s) 8210 5470 10800 7170 9000 

ROH: 원자로출구모관. RIH: 원자로입구모관 PS: 펌프 흡입관. ROH 100 %: (0. 2594m2
). 

RIH 100 %: (0. 213m2
). RIH 35 %: (0.07455m2

). PS 100 %: (0.30165m2
). PS 55 %: (0. 1659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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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노심주입 모델 

모델 분석을 위해서 ISAAC 코드의 관련 서브루틴(DIFFUN. ENGSAF. PFLOSP. 

HTEXCH)의 코딩내용과 참조코드인 MAAP코드의 사용자 설명서 등을 참조하였 

고. ISAAC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 냉각재 상 

실사고를 모의하여 그 계산결과를 월성원전의 최종 안전성분석 보고서 

(FSAR)와 비쿄하였다. 냉각재 상실사고는 파단위치를 원자로 출구모관 

(Reactor Outlet Header: ROH). 원자로 입구모관(Reactor Inlet Header: 

RIH). 펌프흡입관(Pump Suction: PS)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위치에서 관넓이 

의 100%. 55%. 35%의 파단크기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분석된 비상노심주입량과 비쿄하였다 

월성발전소에서의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은 가동 압력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고압 운전 모드는 약 4.4 MPa(a)로 가압되어 있는 ECC 탱크로부 

터 1차 계통으로 냉각수를 공급하며 , 중압 운전모드는 원자로건물 상부의 

다우정 탱크에 처장되어 있는 냉각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1차 계통으로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저압운전 모드는 원자로건물 바닥에 모인 냉각수를 역 

시 펌프를 이용， 냉각기를 거쳐 일차계통으로 공급한다. 

비상 급수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유량은 비상 급수원의 압력과 일차계통 

간의 압력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통상 비상 급수 

가 각 저온관으로 공급되며， 일차 계통이 노심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각 저온관의 압력이 유사하고， 따라서 저온관 별로 주입되는 유량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월성발전소의 경우 일차 계통은 2개 

의 독립된 폐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폐쇄 회로는 정상 운전시에는 개방 

되어 있는 고립밸브를 통하여 가압기와 연결되어 있다. 만일， 어느 한 폐 

회로에서 냉각재 상실사고 (LOCA)가 발생하게 되면 가압기와 연결된 양 폐 

회로의 고립밸브를 맏아， 건전한 폐회로의 냉각수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LOCA시 고립 밸브가 닫히고 나면. 2개의 폐회로는 서로 독립 

적인 압력 거동을 보이며， 따라서 건전한 회로와 손상된 회로로 공급되는 

유량은 다를 수밖에 없다. 표 3.2.4-1은 파단 크기와 파단 위치에 따른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중압주입부터 저압주입까지 

ISAAC 에서는 273 - 286초 정도 차이가 나며 FSAR 에서는 371 - 385초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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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고， ISAAC 코드가 FSAR 결과와 비쿄해 중압주입의 

경우 111 - 145초 빠르며 저압주입의 경우 220 - 240초 빠르게 나타났다. 

그럼 3 ， 2 ， 4-1은 100% ROH 파단과 55% PS 파단， 그러고 35% RIH 파단에 따른 

비상노심 냉각수의 주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주입량은 그럼에서 나타 

난 숫자에 4를 곱한 것이다. 그럼 3 ， 2 ， 4-2는 35% , 55% , 그러고 100% ROH 파 

단에 따른 비상노심 냉각수의 주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주입량은 그 

럼에서 나타난 숫자에 4를 곱한 값이 된다. 

표 3 , 2 , 4-1 파단 크기와 파단 위치에 따른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시간 

EC \(초\C)S\\ 파영단L 크 우기 치 ROH 7 ROH 7 Rα~ 7 RIH 8 에H 8 PS 4 PS 4 

(100%) (55%) (35%) (100%) (35%) (100%) (55%) 

8.7 46.8 12.8 
HPI (lSMC, FSAR) 

(21 .1) 
24.5 43.0 9.1 

(37.8) 
4.6 

(33.0) 
123.4 172.2 130.2 

MF1 (lSAAC, FSAR) 142.3 170.0 126.0 122.1 
(234.7) (292.8) (275.2) 

LF1 (lSAAC, FSAR) 
395.9 458.0 405.5 

(617) 
414.9 450.8 407 .4 

(678.1) 
394.4 

(645.6) 

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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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건물 살수모델 

모델 분석을 위해서 ISAAC 코드의 관련 서브루틴(DIFFUN. ENGSAF. AUXREG. 

AUXESF. HTEXCH. SPRAY)의 코딩내용과 참조코드인 MAAP코드의 사용자 설명 

서 등을 참조하였고. ISAAC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 냉각재 상실사고를 모의하여 그 계산결과를 월성원전의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FSAR)와 비쿄하였다 냉각재 상실사고는 파단위치를 원자로 

출구모관( Reac tor Ou t 1 et Header: ROH). 원자로 입구모관(Reactor Inlet 

Header: RIH). 펌프흡입관(Pump Suction: PS)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위치에 

서 관넓이의 100%. 55%. 35%의 파단크기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최종 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분석된 원자로건물 압력둥과 비쿄하였다. 

월성 발전소에서의 원자로건물살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나 원자로 건물내 

주증기관 파단 사고시 원자로 건물 압력이 상승하면 원자로 건물 파손의 위 

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이다 원자로건물살수계통은 

원자로건물 압력이 초기 상태보다 2 psig (1 15 kPa) 이상 증가하면 자동으 

로 가동하며. 1 psig (108 kPa)보다 낮아지면 자동으로 다시 범추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이 1 psig에 이르면 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원자로건물 살수계통 영향평가 결과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은 지역 공기냉각 

기가 작동 중일 때는 원자로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영향이 미미하여 (그럼 

3.2.5-1) 여기서는 지역 공기냉각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건물 살수 

계통의 영향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원자로건물 압력변화는 그럼 3.2.5-1 

에 나타나 있다 지역 공기냉각기가 작동되지 않고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이 

작동하는 경우， 약 37.8 시간 경과 후에 원자로건물이 파손되었다 (파손압 

력 519 kPa).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이 동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로건물 

이 약 24.8 시간에 파손된다. 즉，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이 가용한 경우 대기 

의 온도를 초기에 낮춤으로 원자로건물 파손시점을 약 13시간 정도 지연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이 원자로건물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그럼 

3.2.5-2에 사고 시작 처음 1. 5시간 동안의 원자로건물 압력을 게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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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원자로건물살수 유량 변화와 다우정 탱크에서의 수위 변화를 

그럼 3.2.5-3과 그럼 3.2.5-4에 추가하였다. 원자로건물 압력 이 2 psig 상 

승한 사고 초기부터 원자로건물살수가 시작되어 약 70분 정도 가동-정지를 

반복하다가 종료된다. 이렇게 살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원자로건물 압력 

이 최고 설정 압력 (2 psig)을 초과하지 않다가， 종료된 (4149초) 후 다시 

상승한다. 살수 유량은 초기에 약 6300 kg/s로 예측되며 , 시 간에 따라 유 

량이 캄소하는 이유는 살수 유량이 냉각수 수위와 살수 header와의 수두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다. 살수 종료 후 다우정 탱크의 수위가 2.3m 정도 

유지되어 있지만 원자로건물살수 계통으로 연결되는 냉각수 관이 이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더 이상 살수가 공급되지 않는다.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때의 원자로건물 첨두압력을 비쿄하기 위하여 월성 

2.3.4호기 FSAR 결과와 비쿄하였다. FSAR의 일차계통의 열수력 분석은 

CATHENA MOD3.5 전산코드를， 원자로건물 압력반응 분석은 원자로건물 열수 

력코드인 PRESCON2-VER 0.610을 사용하였다. FSAR에서의 초기 조건은 100% 

원자로 출구모관 파단사고로 파단면적은 0.2594 m
2 이고 첨두 방출유량은 

0.1초에 8, 210 kg/s이며， 원자로 트럽은 0.87초에 발생하였다. 살수계통이 

완전 상실된 경우 사고 시작 후 33초에 첨두압력은 109 kPa(g)이고 지역 공 

기냉각기가 완전 상실된 경우 원자로건물 첨두압력은 약 26초 부큰에서 84 

kPa(g) 이다. 

ISAAC 계산에서 가정한 파단위치와 면적은 FSAR와 같이 출구 모관에 0.2594 

m2이고， 파단면적을 통해 FM_107으로 냉각재가 방출되도록 하였다. 살수계 

통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럼 3.2.5-5에서 보듯이 첨두압력은 사고 시작 

42초 후에 213kPa (113kPa(g))이고， 500 초에는 142 kPa (42 kPa(g))이다. 

FSAR과 비쿄하여 보면， 첨두 값은 절대압력으로 약 2% 높게 예상되 었고， 발 

생 시간은 9초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공기냉각기가 완전 상실된 경우 ISAAC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그림 

3.2.5-6처럼 첨두압력은 사고 시작 후 약 20초 지나서 178kPa (78 kPa(g)) 

로 나타난다. FSAR와 비쿄하면， 첨두값은 약 3% 낮으며 , 발생시 간도 상탕히 

큰점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형 파단 사고시 원자로건물 초기 

압력 이 FSAR와 상탕히 큰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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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붕괴열 모델 

ISAAC은 붕괴 열 모델로서 ANSI!ANS 표준모델을 사용한다. 붕괴 열은 원자로 
정지후 시간 t에 관한 함수로 계산되며 2잃U. 강9Pu ， 241Pu, 그러고 231\U 등에 

대한 핵분열 생성불 붕괴를 고려한다 이 모텔은 많은 전산코드에서도 사용 

되고 있고 ORIGEN 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와도 잘 일치하며 컴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모델 타탕성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 

되는 모델의 유효범위는 전출력 운전시 핵연료의 조사기간 (irradiation 

time)이 4.6일 이상 4년 미만인 노심에서 원자로 정지후 3일까지이다. 붕괴 

열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램 = 폐[ F u (t) + F NP (t) + G(t. η 솥 f i F i (t， η] (3.2.6-1) 

위 (3.2.6-1)식에서 Fu 빛 FNp는 
강9U 빛 239Np 액티나이드 (actinide)의 붕괴 

열 (분율)로서 다음식으로 표시되며강9U 빛 239Np는 핵연료의 조사기간이 

4.6일 이상임을 고려할 때 원자로정지시 포화상태이다. 

F u (t) 0.4 74 CR(l +α) 
→ λ . 1 e ν 

그러고， 

F Np (t) 0 .4 19 CR(l +α) \[까얀감 1 e λ~I - [까관김1 e λ UI) 

여기서， Àu (239U의 붕괴상수 ) = 4.91 X 10-4 [초카] 이고 

ÀNp (239Np의 붕괴상수 ) = 3.41 X 10-6 [초 1] 이다 

다음으로 (3.2.6-1)식에서 F;는 핵분열성 ( fissile) 동위원소인 235U/41pU 

(i=1 ), 강9pU (i=2) , 빛 강8U (i =3)의 붕괴열 (분율)이며 다음식으로 표시된 

다. 

F i (t, T) 칠l f f e → λ 0 ' (1 - e → λ OT) 

여기서 Qij 빛 À;j는 3가지 동위원소에 대해 각각 23가지로 표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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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ANS 표준모델로부터 제공된다. 

다음으로 (3.2.6-1)식에서 G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사화 (activation)를 고려 

한 보정인자로서 다음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표준모텔은 아니지만 표준모 

델의 보수적 경계치 (conservative upper bound)를 벗어나지 않는다. 

G(t， η = 1 0 + 6 5 × 10 5 (」 ) TO44 
\ t + 20000 ) 

여기서， 농축률 대 연소율의 비율 (burnup to enrichment rat io) 인 ll/r은 

초기 핵분열성 원자탕 핵분열의 수를 의미한다. 그러고 연소율 P는 연소도 

E (Mwd/metric tonne)에 대한 아래의 관계식에 의해 결정된다. 본 식에서는 

핵분열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238이고， 핵분열탕 200MeV의 에너지가 발생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ß ~ E/938000 

마지막으로， 867일 (=7.5x107 초) 동안 전출력으로 가동된 노섬에서 원자 

로 정지시 시간에 따른 붕괴열 (분율)을 〈표 3.2.6-1> 및 〈그럼 3.2.6-1>에 

예시하였다. <표 3.2.6-1>는 0초에서 106초 동안의 변화를 〈그럼 3.2.6-1> 

는 1000초에서 5000초까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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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후 시간에 따른 붕괴열 변화 

시간 〔초〕 P(t)!Po [%] 

0 6.53 

6.09 

10 4.81 

100 3.28 

1000 2.05 

10.000 1.04 

100.000 \ 0.571 

1.000.00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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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료봉 Ballooning 모델 

경수로의 경우 노심 내 냉각수 감소로 연료봉이 노출되면 연료봉은 붕괴열 

로 가열되기 시착하며， 핵분열생성물들은 연료 펠릿에서부터 이송되어 연료 

펠릿과 피복재 사이의 간극으로 모이게 되고， 사고가 진행될수록 가스 온도 

와 양의 증가로 간극의 압력은 상승한다. 원자로 내부가 고압으로 유지되 

는 사고에서는 연료봉 외부의 압력이 높아 연료봉 간극이 부풀지 못하지만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저압사고에서는 연료봉 간극의 압력 증가로 피복재 

는 부풀게 되고 결국은 피복재가 손상되어 간극 내 기채 형태의 핵분열생성 

물들은 원자로 일차계통으로 방출된다 이와 같은 피복재 부풀음 현상은 

연료봉과 연료봉 사이의 유로를 캄소시키는 반면 열전달 면적이나 산화가능 

표면적을 증가시킴으로 연료봉의 온도 거동이나 수소 생성량에 영향을 끼친 

다고 알려져 있다. 

월성발전소와 같은 중수로 원전에서는 모두 3807>>의 수평연료관이 캄속재로 

채워져 있는 칼랜드러아 용기 내에 위치하고， 각 수평연료관은 127>>의 다발 

로 구성된 37개의 수평 연료봉과 일차계통 (또는 열수송계통)의 압력 경계 

인 압력관， 그러고 압력관을 캄싸고 있는 칼랜드러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력관과 칼랜드러아관 사이에는 대기압 상태의 C02 기체가 채워져 있다. 

중수로 원전에서의 사고 진행에 따른 부풀음 현상은 PWR과는 탈리 연료봉의 

피복재에서 뿐만 아니라 압력관 자체에서도 일어나며， 사고 경위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수평연료관이 저압으로 유지되는 냉각재 상 

실사고에서는 PWR과 마찬가지로 피복재만 부풀게 되지만， 압력관 내부가 고 

압으로 유지되는 사고의 경우 피복재는 외압이 높아 부풀지 못하지만 대신 

압력관의 온도 상승과 내부 압력으로 압력관 자체의 연성 증가로 압력관을 

캄싸고 있는 칼랜드러아관과 접촉하게 된다. 칼랜드러아관의 온도는 칼랜 

드러아 용기의 캄속재 온도와 비슷하므로， 압력관이 칼랜드러아관과 닿게 

되면 고온의 압력관은 캄속재 온도 거동을 따라간다. 이러한 고압 사고경 

위에서의 압력관 부풀음 현상은 중수로 고유의 중대사고 현상으로 취급된 

다. 

여기서는 중수로 원전에서의 고압 빛 저압 사고를 대상으로 피복재 빛 압력 

관의 부풀음 현상을 모의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압사고로는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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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에 급수 공급이 중단되는 급수상실사고 (LOFW)를， 저압사고로는 원자 

로 출구모관 (ROH)이 100% 손상되어 냉각재가 손실되는 대형냉각재 상실사 

고 (LLOCA)를 선정하였다 중수로 원전에서의 중대사고현상 해석을 위해 

ISAAC 전산코드를 사용하였으며， 부풀음 모델의 사용 여부와 부풀음 모델과 

관련된 모델 변수들의 영향을 산화면적 보정계수 (FAOX)를 고려하여 비쿄하 

였다. 상세한 분석 내용은 참고문헌[ 15] 에 나타냈다. 

그럼 3.2.7-1과 그럼 3.2.7-2 그러고 그럼 3.2.7-3에서 보듯이 고압사고의 

경우 피복재 부풀음으로 인하여 연료봉 열전달， 산화 표면적이 차이는 없었 

지만 압력관의 부풀음 변형으로 압력관의 표면적이 최고 15.9% 증가하였다. 

이 값은 압력관이 칼랜드러아관과 접촉할 때의 최대 면적 변화량이다. 수평 

연료관 내부의 증기 유로 면적은 그럼 3.2.7-4에서 보듯이 압력관 부풀음으 

로 인하여 증가하고， 압력관의 산화표면적은 증가하였지만 수소 생성량은 

표 3.2.7-1과 그럼 3.2.7-5에서처럼 압력관 부풀음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10% 정도만 예측되었다. 즉， 압력관이 칼랜드러아관과 

접촉하지 않은 경우 피북재에서 약 44kg. 압력관에서 약 3.9 kg이 생성된 

반면 압력관이 칼랜드러아관과 닿은 경우에는 피복재에서 약 4kg , 압력관에 

서 약 0.2 kg이 생성되었다. 이와 같이 부풀음 모델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 

우 보다 수소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압력관이나 칼랜드러아 튜브에 

선 차이가 나지 않으나 피복재에서 발생되는 양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며， 

피복재에서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풀음 모델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피복재 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그럼 3.2.7-6 처 럼 부풀음 

현상을 모의하지 않은 경우는 피복재 온도가 1200 K 정도로 유지되어 산화 

반응이 활발한 반면 부풀음이 고려되면 피복재는 약 980K정도로 예측되어 

산화 반응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표 3.2.7-2에서 처럼 부풀음 현상이 고려 

되면 압력관이 칼랜드러아관과 닿게 되어 피복재로부터 압력관으로의 복사 

열전달량이 크게 증가하여 피복재 온도가 낮게 예측된다. 또한 노심 파손시 

간은 부풀음 모델이 있는 경우 1208초 빠르게 나타났다. 

저압사고에서는 그럼 3.2.7-7과 그럼 3.2.7-8 그러고 그럼 3.2.7-9에서 보 

듯이 피복재 부풀음으로 인하여 연료봉 열전달， 산화 표면적이 노드에 따라 

최대 약 4%정도 증가하였지만 압력관의 표면적은 변화가 없었다. 수평연료 

관 내부의 증기 유로 면적은 그럼 3.2.7-10에서처럼 피복재 부풀음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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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캄소하였지 만， 부풀음 모델 유무에 따른 수소 생성 량은 표 3.2.7-3과 

그럼 3.2.7-11에서처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 15.7 kg과 15.8 kg 

정도) . 또한 노심 파손시간은 표 3.2.7-4에서 보듯이 부풀음 모델이 있는 

경우 464초 빠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표 3.2.7-5에서 보듯이 중수로인 경우 고압사고의 경우가 저압 

사고에 비해 부풀음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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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1 LOFW시 13200초때 발생된 수소량 (kg) 비쿄 

발생위치 
FAOX = 1. 0 FAOX = 1. 3 

With B W/O B With B W/O B 

피복재 (Loop1. Loop2) 2 22 2.5 30 

압력관 (Loop1. Loop2) 0.1 1. 95 0.1 2.1 

칼랜 E리아튜브 
0 

(Loop1. Loop2) 
1 0 

전체 Loop (1) 3.1 24 3.6 32.1 

전체 Loop (2) 3.1 24 3.6 32.1 

전체 (Loop1 + Loop2) 6.2 48 7.2 64.2 

표 3.2.7-2 LOFW시 노심 파손시간 비쿄 

FAOX = 1. 0 FAOX = 1. 3 
Wi th B W/O B With B W/O B 

Core Uncovery Startsl4724( 초) 4724 4724 4724 

노심 파손시간 

Loop 1 11401 12609 11422 12369 

LOOD 2 11937 12609 11422 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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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3 LLOCA시 9800초때 발생된 수소량 (kg) 비쿄 

발생위치 
FAOX = 1. 0 FAOX = 1. 3 

With B W/O B With B W/O B 
피복재 Loop1. 7 6.9 7.5 7.4 

Loop2 0.5 0.5 0.5 0.5 
압력관 Loop1. 0.72 O. 72 0.72 O. 72 

Loop2 0.06 0.06 0.06 0.06 
칼랜 E 리 아튜브 Loop1 7.5 7.5 7.5 7.5 

Loop2 0 0 0 0 

전체 Loop (1) 15.2 15.1 15.7 15.6 

전체 Loop (2) 0.56 0.56 0.56 0.56 

전체 (Loop1 + Loop2) 15.76 15.66 16.26 16.16 

표 3.2.7-4 LLOCA시 노심 파손시 간 비쿄 
ι， FAOX = 1. 0 FAOX = 1. 3 

Wi th B W/O B With B W/O B 
Core Uncover‘Y 

20.9( 초) 20.9 20.9 20.9 
Starts 

노심 파손시간 

Loop 1 6067 5931 5936 6052 

Loop 2 9839 10303 9824 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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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5 LOFW와 LLOCA시 부풀음 모델 효과 비쿄 

고압사고 (LOFW) 저 압사고 (LLOCA) 

피복재 열전달 
/ 산화면적 

부풀음모델 
차이 엄음 

(AHT) 
유무 

차이 있음 

압력관 열전달 
부풀음모델 

/ 산화면적 차이 있음 
(AHTPT) 

유무 
차이 엄음 

칼랜 E리아관 
부풀음모델 

열전달 / 산화 변화 엄음 
면적 (AHTKT) 

유무 i 

벼화 엄。 e~ )::j"ff 

부풀응 모델 
있는 경우 증가 

유동면적 %.!f-
이Aλ느L 켜 ~H- ~U‘ 

(AGCH) FAOX( 1. O. 
1. 3)값 차이 

차이 엽음 차이 엄음 

\\ 있는경우가 ’ 있는경우가 
‘ 

Loop1 
Loop1 

1208초(FAOX= 1. 0). 
131초(FAOX= 1. 0)느리 

노심파손시간 
부풀음모텔 947초 (FAOX=1. 3) 

고. 116초 (FAOX=1. 3) 

%.!f-
/ 빠릅 

Loop2 ,// 

‘t 772초 (FAOX=1. 0). 
Loop2 

/ 947초 (FAOX=1. 3) 
464초 (FAOX=1. 0). 

빠름 
450초 (FAOX=1. 3) 

빠릅 

、§ 부풀응 모델이 없는 경우가 f 

42 kg (FAOX=1.0). 차이 엄음 
부풀음모델 

수소발생량 
58 kg (FAOX=1.3) (압력관 / 피복재 온 

유무 더 많이 발생 t:: 
~ 

(없는 경우가 피복재 온도 유사) 
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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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7-1 LOFW시 노드(6.1.1)에서의 연료봉 열전달 면적 (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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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7-2 LOFWλ 노드 (6 ， 1 ， 1)에서의 압력관 내부 열전달/산화 면적 

(AHTPT) 

- 71 -



M-ι AHIKI (b, l ,l) 

-→동-Iofwr-bó'l l 

D-- lofw r ef 
)-< lofwr-b6l1 
• -Iofw rl 

10 ~ - . - . 

U. /8 ~ 

U." '7 ~' 

I 、

0.25 

00 
깅 4 6 8 10 

TIME H OURS 

그럼 3.2.7-3 LOFW시 노드 (6 ， 1 ， 1)에서의 칼랜E리아 내부 열전달/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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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7-4 LOFW시 노드 (6 ， 1 ， 1)에서의 유동 면적 (A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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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소 생성량 비쿄 노심 3.2.7-5 LOFW시 폐회로 1 (Loopl))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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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LOFW시 노드 (6.1.0에서의 부풀음 모델 유무에 따른 
피복재에서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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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7 LLOCA시 노드 (6.1.0에서의 연료봉 열전달 면적 (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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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7-8 LLOCA시 노드 (6.1.1)에서의 압력관 내부 열전달/산화 면적 
(AHTPT) 

M'Cι 

1.25 

1.0 

U.lb 

U.b 

0.25 

0.0 
2 

AHIKI 여1 시 

3 

TIME HOURS 

4 5 

그럼 3.2.7-9 LLOCA시 노드 (6.1.0에서의 칼랜드러아 내부 열전달/산화 
면적 (AHT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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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7-10 LLOCA시 노드 (6 ， 1 ，1)에서의 유동 면적 (A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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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 2, 7-11 LLOCA시 폐회로 1 (Loop 1)에서의 노심 내 수소 생성량 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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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휘발성 빛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모델 

가. 휘발성 모델 특성 빛 분석방법 

ISAAC1. 0 코드의 핵분열생성불 방출 계산은 Jaycor에 의해 개발된 FPRAT 상 

세모델 [2] 에 기반하고 있는데， 노심으로부터 핵분열생성불 (FP)의 방출은 

핵연료봉에서의 FP 방출률， 방출된 노심의 FP를 일차계통으로 운반할 기체 

유동， 빛 화학적 열역학 평형에 의한 FP 포화증기압에 의해 결정된다. 중수 

로 고유의 삼중수소는 중수내에서만 생성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중수내의 삼 

중수소 비율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으로 제공된다. 즉， 초기단계 (ICALL=O 

모드)에서 삼중수소량은 전체 중수량의 일정 질량비로 결정되며 이후 과도 

기간중 중수의 분포를 추적하여 (불 또는 수증기 형태) 중수의 분포에 비례 

하여 삼중수소량을 가정하게 된다. 

휘발성 FP 방출율 계산과 관련하여 Cubicciott i의 수증기에 의한 산화 상관 

식[ 16] 또는 NUREG-0772 상관식 [17] 이 사용되었으며 사용자가 옵션으로 선 

택할 수 있다.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과 관련한 주요가청은 다음과 같다: 

1.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의 피복재의 손상시 방출을 시작한다. 여기서 피 

복재의 손상은 부풀음 (ballooning)에 의한 파손 또는 사용자 입력인 손 

상온도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2. 휘발성 FP인 Xe. Kr. Cs. 1. 빛 Te 핵종의 방출은 방출 관계식에 의해서 

만 결정되며 이송질량의 제한은 없다 

3. 휘발성 핵종의 (분자)유량은 비휘발성 핵종의 포화 계산을 위한 수소 빛 

수증기 유량에 합해진다. 

4. Te 핵종은 사용자의 옵션선택에 의해 피복재에 Telluride로서 묶여 방출 

되지 않을 수 있다. 

5. 노심내에서 에어로졸의 형성 빛 침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13개 핵 

종군 이외의 핵종 빛 우라늄(U02 )핵종의 노심방출은 모의하지 않는다 

코드에서 추적되는 13가지의 핵종은 아래와 같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 

한 핵종 중 삼중수소는 칼랜드러아 용기내의 중수에서만 생성되므로 노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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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추적되는 핵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심으로부터 추적되는 

휘발성 핵종은 112/3/6/11번 핵종이다. 

1. Xe. Kr 7. BaO 

2 CsI 8 La203 

3 Te02 9 Ce02 

4 SrO 10. Sb 

5. Mo02 11. Te2 

6 CsOH 12. U02 

13. H3 

Cubicciot t i의 수증기에 의한 산화 상관식 (IDCOR/EPRI 증기산화 모델)에서 

는 핵분열 가스 빛 휘 발성 FP의 방출은 U02가 수증기내에서 가열시 핵연료 

의 산화 역학(Kinetics)에 상관된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원통형 펠렛에서의 확산에 대한 큰사치가 시간과 온도의 함수로서 휘발성 

FP의 방출을 예측하는데 직접 사용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F = 1-1[1-4( 1:h/) 1I2] [1-4( 1:91π) 112 + 1:9] (3.2.8-1) 

여기서. F = 휘발성 FP의 방출 분융， 

th = Dct/h2, t8 = Dct/r2, 

h = 핵연료 펠렛 높이 (h ), r = 핵연료 펠렛 반경 (r) (m ), 

t = 시간 (초)， 그러고 

Dc = U02 내부로 산화체 (oxidant)의 침투정도를 표시하는 화학적 

확산상수이다. 

한면， 수증기내 에서의 U02에 대한 확산상수는 온도(K)에 관한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Dc (m2/s) = 9.9 x 10-3 e ( 갱600/1) 

이와는 다르게 NUREG-0772 상관식 (경험적 상관식)은 넓은 온도범위에서 휘 

발성 FP에 적용가능한 실험식이다. 이는 저자가 이용가능한 FP 방출 데이터 

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온도에 따른 FP 방출율을 일군의 피팅 그래프로 도출 

한 것이다. 이러한 그래프는 아래의 함수 형태로 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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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A e없 (3.2.8-2) 

여기서. k(T)는 방출분율 상수로서 온도만의 함수이며. T는 온도[ oc 1 이고， 
A.B는 핵종 빛 온도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주어지는 상수이다. 

FP 1000
0

C < T <2200
o

C T > 2200
0

C 

A B A B 

Xe. 1. Cs 1. 65 x 10-7 0.00667 1. 89 x 10-5 0.00451 

Te 2.96 x 10-8 0.00667 1. 17 x 10-5 0.00404 

다음으로 휘발성 FP 방출시의 제한점을 컴토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심 

으로부터 추적되는 휘발성 핵종은 112/3/6/11번 핵종이다 이중 3번 Te 핵 

종은 피복재에 Telluride로서 묶여 방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Zr의 산화융이 70-90% 이하인 실험들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경우에 Te는 휘 

발성 핵종의 거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ISAAC 코 

드에서도 사용자 옵션 (FTEREL 입력변수. IDCOR/EPRI 모텔에 적용)을 제공 

하고 있다. IDCOR/EPRI 산화 상관식 옵션에서 FTEREL 입력변수의 값으로 

"0"이 선택되면 Te핵종은 방출되지 않고 노심에 남아 노심온도 상승시 붕괴 

열을 제공하며 노심 재배치시에 Zr과 함께 이송된다. 이후 노심용융불-콘크 

리트 반응시 (MCCI) Zr이 급격히 산화되면 Te이 방출되게 된다 만약 

NUREG-0772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FTEREL 입력변수의 값으로 "0"이 선택 

되면 NUREG-0772 상관식에 의해 계산된 방출율의 40%만이 방출되게 된다 

(단， 피복재내 Zr의 산화분율이 사용자 입력변수인 FTENUR (기본값= 90%)값 

이하일 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휘발성 FP 방출모텔에 대해 사용자 옵션 

을 이용해 (KAERI/TR-2417/2003. <표.9> 참조) 민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행방법은 휘발성 FP 방출 모델 (IDCOR 산화 해석모델 빛 NUREG-0772 경험 

모델)간의 결과 차이를 우선 분석하였다. 그러고 IDCOR 해석 모델의 경우， 

노심내 유로제한 (blockage)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Te 핵종은 피복재에 Telluride로서 묶여 방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Zr의 산화율이 70-90% 이하인 실험들에서 발견되었 

으며， 이 경우에 Te는 휘발성 핵종의 거동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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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코드에서 제공되는 노심내 Te 방출제한에 대한 사용자 옵션 (IDCOR 

모텔은 "FTEREL" 옵션， NUREG-0772 모텔은 "FTENUR" 옵션 )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참조사고는 대형냉각재상실사고후 완전급수상실을 포함한 극한의 조건 

(bounding conditions)을 부여하였다. 초기조건으로 원자로 출구모관 

(Reactor Outlet Header)에서 대형파단 (=0, 2594 m2)이 발생하였고， 비상안 

전주입계통과 캄속재 빛 쉴드 냉각계통， 원자로건물 살수계통， 그러고 지역 

공기냉각기둥 대부분의 안전계통은 작동불능으로 가정하였다. 증기발생기의 

주급수 계통은 원자로의 정지시점 (=0 ， 87초)까지 가동되나， 정지후에는 보 

조급수계통의 고장을 가정하여 완전급수상실을 가정하였다. 원자로의 정지 

시점은 FSAR에서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여 0， 87초에 수동 정지하도록 했다. 

그러고 1차 계통에서 발생되는 파단 사고의 경우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을 일 

찍 작동시키기 위해 증기발생기의 안전밸브 (MSSV)를 열어 2차 계통을 급속 

하게 냉각 (crash cooldown)시긋 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의하기 위하여 

LOCA 신호가 접수되고 30초 후에 MSSV가 열리고， 계속 열린 상태를 유지하 

도록 하였다. 또한 LOCA 신호가 발생하면 가압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폐회로는 가압기 격리 밸브를 잠금으로 서로 격리되도록 하였다. 이 사고의 

경우， LOCA 신호는 1차 계통의 압력이 5, 56 MPa 이하로 캄소하는 3.3초에 

발생하며， 가압기 격리밸브는 약 23초에 닫히고， 약 33초에 MSSV는 개방된 

다. 참조사고에 대한 ISAAC 입력파일은 기술보고서 [9]의 〈표.10>을 참조하 

고 참조사고시 상세 사고진행 빛 열수력 해석결과는 기술보고서 [13]를 참 

조하면 된다. 

나. 저압사고에서의 휘발성 모델 영향 평가 

휘발성 핵종은 핵연료의 피복재 파손이후 방출되기 시착하여 핵연료관 파손 

이후 캄속재에 떨어져 냉각되기 이전까지 조기 방출 (ear1 y release)을 계 

속한다 이후 방출이 정지되었다가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이후 칼랜드러아 

볼트에서 노심용융불 콘크리트 반응 (MCCI)이 시작되면 후기 방출 (late 

release)을 시작한다. 민캄도 분석은 휘발성 대표핵종인 CsI 와 Zr 산화율 

(후기방출 직전 Zr 산화율=75%)에 큰 영향을 받는 Te 핵종에 대해 수행되었 

다. 조기방출이 완료되고 원자로건물의 파손가능성이 높은 (칼랜드러아 용 

- 80 -



기내 노심용융물이 칼랜드러아 볼트내의 냉각수로 떨어져 증기 spike가 발생 

하므로) 시점인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시점과 계산종료시점 (사고시작후 3 

일)에서의 원자로건물내 (대기+침적+냉각수조) 누적분율을 민캄도 계산 옵 

션별로 〈표 3.2.8-1>에 정리하였고 〈그럼 3.2.8-1> 빛 〈그럼 3.2.8-2>에 

CsI 빛 Te의 시 간에 따른 누적분율을 각각 보였다. 

두 가지 모델의 CsI 방출 특성의 분석 결과. CsI 조기방출은 IDCOR 모델 

(그럼에서 "ID")이 매우 많았고 (약 5배) 후기방출은 NUREG-0772 모델 (그 

럼에서 "07") 경우가 매우 급격히 발생하여 사고 3일째 누적분율은 오히려 

약 1. 5배많았다 (<그럼 3.2.8-1> 참조) . 주요한 방출은 핵연료의 용융온도 

에서 발생하는데 IDCOR 모델의 방출율이 용융온도 큰처 에서 민캄하게 변화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NUREG-0772 실험 상관식은 핵연료가 1000C 이상에 

도달하면 FP가 방출되 기 시작하여 용융온도인 2200C 이상까지 온도에 따라 

X 수승(exponentially)으로 방출율이 증가하는데 1700C-1800C 큰처에서 

1-2%의 방출률을 보인다 Te 방출의 경우. IDCOR 모델중 노심내 방출제한 

옵션 (FTEREL=O. 그럼에서 "B")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는 상탕량 (약 20%)이 

조기에 방출되었으나 NUREG-0772 모텔 및 IDCOR 모텔중 노심내 방출제한 옵 

션이 선택된 경우는 조기 방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고 사고 3일째 누적 

분율은 NUREG-0772 모텔. IDCOR 모델중 노심내 방출가능 옵션 (FTEREL=1. 

그럼에서 "R" ). 빛 IDCOR 모델중 노심내 방출제한 옵션 순으로 약간씩 많았 

다 (<그럼 3.2.8-2> 참조) . 한면 중수로의 노심 특성상 노심용융물의 

candling에 의한 blockage 현상 (그럼에서 "C" (=candling) 빛 "NC"(=no 

candling) )은 이 현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려되지 않아 경수로와 다르게 

노심내 유로제한 (blockage)의 영향은 IDCOR 모텔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 

았으며. NUREG-0772 모델의 Te 노심내 방출제한을 완화하여도 조기방출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휘발성 핵종중 CsI의 위치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핵연 

료관 내부 (노심용융불). 핵연료관 외부 (노심용융불). 파단폐회로 내부， 

건전폐회로 내부， 칼랜드러아 용기 내부(노심용융불). 빛 원자로건물 (칼랜 

드러아 볼트 포함， 대기/침적/냉각수조 빛 노심용융불pool) 내부의 CsI 분 

율 (초기량에 대한)을 〈그림 3.2.8-3>. <그림 3.2.8-4>. <그럼 3.2.8-5>. 

〈그럼 3.2.8-6>. <그럼 3.2.8-7>. 빛 〈그럼 3.2.8-8>에 각각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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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핵연료관 내부의 핵연료는 용융 빛 핵연료관의 파손에 따라 10 

시간 이내에 거의 모두 칼랜드러아 용기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노심용융불 

내 CsI는(사용자 선택모델 옵션에 따라) 25%-80%가 칼랜드러아 용기로 이송 

되고 방출된 CsI는 파단 빛 건전 폐회로 내부에 10%-25% 빛 7%-30%의 CsI가 

잔류한다. 칼랜드러아 용기로 이송된 CsI는 노심용융불 내부에 존재하며 칼 

랜드러아 용기 파손시 원자로건물 (즉， 칼랜드러아 볼트)로 전부 이송되어 

칼랜드러아 용기 내부에는 잔류량이 거의 없다. 한면， 원자로건물 내부에는 

냉각재 파단부위를 통해 사고초기에 누출된 (사용자 옵션에 따라) 4%-20%의 

CsI가 존재하며 〈그럼 3.2.8-1>에서 알 수 있듯이 MCCI 반응시작후 급격히 

증가한다. 다음으로 사용자 옵션별 NUREG-0772 모델(07-C-R-90) 빛 IDCOR 

모델 (ID-C-R-90) 대표사고시 위치별 CsI의 분포(분율)를 〈그럼 3.2.8-9> 

빛 〈그림 3.2.8-10>에 각각 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고가 진행되어 칼 

랜드러아 볼트내에서 MCCI 반웅이 시작되면 노심용융불 내부 (25%-80%)의 

CsI는 급격히 방출되어 사고시작후 50여시간에는 원자로대기(빛 냉각수조) 

와 노심용융불 내부의 CsI 양이 거의 비슷해진다 이후 원자로대기 (빛 냉 

각수조)의 양은 늘고 노심용융불 내부의 양은 줄어 사고시작 3일후에는 칼 

랜드러아 볼트내 노심용융물 내부에는 약 15%-40%의 CsI가 잔류한다. 한면， 

본 분석 에서는 원자로건물내 대기 빛 냉각수조에 존재하는 CsI의 양을 분리 

하여 추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로건물 실패 

시 외부환경으로의 방출량은 격납건물의 대기내의 핵분열 생성물의 양에 비 

례하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사용자 옵션별 NUREG-0772 모델 (07-C-R-90) 빛 IDCOR 모델 

(ID-C-R-90) 대표사고시 위치별 Te/Te02 분포(질량)를 〈그럼 3.2.8-11> 빛 

〈그럼 3.2.8-12>에 각각 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NUREG-0772 모델의 경 

우， 칼랜드러아 볼트에서의 MCCI 반응이후에 Te는 Te02의 형태로 급격히 방 

출되기 시착하는 반면. IDCOR 모델 (노심내 방출 옵션)의 경우， 노섬에서 

상탕량이 Te02의 형 태로 방출되 어 일차계통 빛 원자로건물에 잔류하며 MCCI 

반응이후에는 NUREG-0772 모텔에 비해 방출률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CsI 조기방출은 IDCOR 모델이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e의 경우는. IDCOR 모텔에서 노심내 방출제한 옵션이 선 

택되면 NUREG-0772 모델과 마찬가지로 Te핵종은 조기방출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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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섬에 남아 노심온도 상승시 붕꾀열을 제공하며 노심 재배치시에 Zr과 

함께 이송된다. 이 후 MCCI 반응시 Zr이 급격히 산화되 면 Te의 후기 방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고 CsI 후기방출은 NUREG-0772 모델이 매우 보수적으 

로 계산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Te의 경 우는 NUREG-0772 모델과 IDCOR 모델 

의 노심내 방출제한 경우가 보수적으로 계산되는데 이중 NUREG-0772 모델이 

후기방출 시작시점이 약간 빠르고 방출률도 약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 

서 휘발성 핵종의 조기방출의 경우 IDCOR 모델의 노심내 방출가능 

(FTEREL=l) 옵션을 선택하면 가장 보수적인 계산결과를 초래하며， 후기방출 

의 경우 NUREG-0772 모델을 선택하면 가장 보수적인 계산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반해 IDCOR 모델의 노심내 방출제한 (FTEREL=O) 옵션을 사용하면 조기 

빛 후기방출시 보수성이 완화된 계산결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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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1 휘발성 FP 방출모델별 원자로건물 대기중 FP 누적농도 

• LOCA 경위시 
IOCOR 모델 (산화역학식 ) 

N때EG-0772 모델 

원자로건물 대기중 누적농도 (MFPCOT/MFPO) (경험/설험상관식) 

y CT 파손 = 140000여초( IDCOR) B10ckage a110wed No B10ckage a110wed 
B1ockage=N/A 

120000여 초(N-0772) ( ICANDL=O) ( ICANDL=l) 

y CCI직전 (=40hr) (tota1) Zr 산화율 = 75% CsI [%] Te02 [%] CsI [%] Te02 [%] CsI [%] Te02 [%] 
In-Vesse1 CT파손 직후 20. 7 0.0 22.4 0.0 5.0 0.0 
Te bounded 

g Zr02 Li miL ( FTENUR) (FTEREL=O) 사고3옐째 30.9 22.8 32. 7 23.3 44.5 30.9 

=90% In-Vesse1 CT파손 직후 22.3 22.3 22.3 22.3 
Te re1eased FTEREL=O 와 동일 
( FTEREL=l) 

사고3일째 32.1 27.8 32.2 27.8 

Zr02 Limit (FTENUR) 
FTEREL=N/A 

CT파손 직후 
t ‘ 꺼| 

4.9 0.0 
=70% 사고3일째 ‘ 44.5 30.9 

N/A 
Zr02 Limit (FTENUR) CT파손 직후 4.8 O. 7 

FTEREL=N/A 
=1% 사고3일째 / 44.2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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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휘발성 3.2.8-2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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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휘발성 모델 특성 빛 분석방법 

ISAAC 코드에서 추적되는 13가지의 핵종은 아래와 같고， 삼중수소는 칼랜드 

러아 용기내의 중수에서만 생성되어 노심으로부터 추적되는 핵종에는 포함 

되지 않으므로 노심으로부터 추적되는 비휘발성 핵종은 4/517 /8/9/10번 핵 

종이다. 

1. Xe, Kr 7, BaO 

2 CsI 8 La203 

3 Te02 

í 
9 Ce02 

4 SrO 10, Sb 

5, Mo02 11. Te2 

6 CsOH 12, U02 

13, H3 

ISAAC 1. 0 코드의 비휘발성 FP 방출에서는 Kelly 상관식 [18]을 사용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전유동 (bulk f1 ow)에서 각 FP의 분압이 해탕 노드의 

온도에서의 포화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출률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비휘발성 FP의 방출율은 FP의 포화 증기밀도로 제한된다. 즉， 비휘발성 

FP 방출율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의 Kelly의 상관식이 사용된다. 

k(T) = KO e(-Q/RT) (3 , 2 , 8-3) 

여기서， k(T)는 방출분율로서 온도만의 함수이며， T는 온도[ OC] 이고， R은 

우주기채상수 (=8, 314 J/g mol K) 이며， KO ， Q는 핵종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주어지는 상수이다. 

핵종 KO Q 

Sr 1. 2 2 , 0 x 105 

Mo 6.1 1. 5 x 105 

Ba 94. 2.43 x 105 

Ce 5.2x1011 8.52 x 105 

Sb 260. 2.07 x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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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U02의 방출율은 무시 되 었으며 , La203의 방출계산에는 Ce의 KO 빛 Q 값 

이 사용되 었다 SrO 등의 방출율은 IDCOR[161 빛 NUREG-0772[171 모델 모두 

에서 Kelly의 상관식에 의해 계산된다. 

다음으로 비휘발성 FP의 방출율은 각 FP의 포화 증기밀도로 제한된다. 해석 

방법을 살펴보면 FP의 방출시 확산 유속은 포화증기압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dC 
n -u 

dy 

여기서 n 확산기체의 몰 유속 (molar f1 ux ), 

D = 확산계수 (diffusivi ty ), 

C = 몰 농도 (molar concentration) , 빛 

(3 , 2, 8-4) 

y = 전유동의 수직좌표 (coordinate perpendicular to bulk f1 ow) 

그런데 손상된 노심구조 빛 핵종에 대한 D 빛 dC/dy 값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ISAAC 에서는 다음처럼 큰사된다: 

D = 3. 12E-4T
L 5 

/ P (3.2.8-5) 

dC C,," - c'n 

dy ff (3.2.8-6) 

여기서 rf는 핵연료 펠렛의 반경이고， 아래첨자 "sat" 빛 "in"은 포화 

(saturation) 빛 입구 (inlet)를 의미한다. 그러고 입구농도 ( C;n)는 집적방 

출유량 (accumulated release f1 owrate , mm) 빛 체적유동 (taotal molar 

volumetric f1 ow , nT)에 의해 다음처렴 계산된다. 

C = I1111l 
m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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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lv ~ llT RT/P 이다. 한면， 포화농도 (C않d는 포화유량 (saturation 

mass f1 ow) 으로부터 다음처럼 계산된다: 

p 

얘
 

(3.2.8-8) 

여기서 m없 MllTP없 I P 이며 M은 분자랑 (molecular weight) 인데， 화학 

적 평형이 포화압력 (Psat)에 의해 정의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lly 모델 빛 포화증기밀도 제한옵션 (KAERI/TR-2748/2004. 

〈표 3.1> 참조)에 대한 민캄도 분석을 우선 수행하였다. ISAAC 1. 0 코드의 

기존 노심방출 모텔은 NUREG-0772 모텔과 IDCOR 모델이 사용되는데 비휘발 

성 핵종에 대해서는 모두 Kelly 모델을 사용한다. 하지만 두가지 모텔은 노 

심거동 빛 휘발성 핵종 방출특성의 차이로 서로 다른 사고진행을 보이므로， 

같은 Kelly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비휘발성 핵종의 방출율 빛 방출시점에 차 

이가 발생한다 그러고 비휘발성 FP 방출시의 제한점을 컴토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휘발성 FP의 방출융이 계산된 이후 방출된 FP를 노심밖으로 

가지고 나갈 노심기체의 유동성 부족에 의해 방출율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러한 제한옵션은 FPRAT 모델변수에 음의 값을 부여하여 선택한다. 따라서 

두가지 노심 방출모델 (NUREG-0772 모델 빛 IDCOR 모델)에 대해 각각 포화 

증기 밀도에 대한 제한옵션이 없는 경우 ("N-0772" 빛 "IDOCR"로 표시 )와 있 

는 경우 ("N-0772m" 빛 "IDOCRm"로 표시 )를 구분하여 아래의 4가지 경우에 

대한 계산이 수행되 었다.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NUREG-0772 모텔， 포화증기압 제한하지 않음 (LO-07) 

NUREG-0772 모텔， 포화증기압 제한 (LO-07M) 

IDCOR 모텔， 포화증기 압 제한하지 않음 (LO-ID) 

IDCOR 모텔， 포화증기 압 제한 (LO-IDM) 

참조사고는 휘발성 모델의 분석 경우와 동일하며， 참조사고에 대한 ISAAC 

입력파일은 기술보고서 [19]의 〈표 3.2>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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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압사고에서의 비휘발성 모델 영향 평가 

그럼 3.2.8-13/15의 포화증기밀도 제한옵션이 없는 경우 (N-0772. IDCOR). 

비휘발성 핵종종 Sb는 핵연료의 피복재 파손이후 방출되기 시작하여 핵연료 

관 파손이후 캄속재에 떨어져 냉각되기 이전까지 조기 방출 ( ear1 y 

release)을 계속한다. 이후 방출이 정지되었다가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이후 

칼랜드러아 볼트에서 노심용융불-콘크리트 반응 (MCCI)이 시작되면 후기 방 

출 (1ate release)을 시작한다. 이에 반하여 Mo 핵종은 사고종료시 누적방 

출량의 대부분이 조기에 방출되고 나머지 Ba. La. Ce. 빛 Sr 핵종은 대부분 

이 후기에 방출된다 이는 각 핵종의 특성 (증기압， 용융점등) 빛 방출환경 

(수증기량， 산화정도동)에 따른 것으로 MELCOR 코드의 계산결과[20]와 비쿄 

가 가능하다. 

계산종료시점 (=72시간)에서 방출분율은 Sb. Sr. Mo. Ba 순으로 높았으며 

(최저 0.2% -- 최고3.5%). Ce 빛 La (Laih)의 방출계산에는 Ce와 동일한 방 

출상수 (= 식 (2- 1)의 KO 빛 Q)를 사용)의 방출분율은 여타 핵종에 비해 약 

2개 차수 (order)가 낮아 그럼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럼 3.2.8-13 (N-0772) 빛 그럼 3.2.8-15 (IDCOR)에서 비쿄되듯이 두 모델 

간에는 사고진행의 차이에 의한 후기방출의 시작시점이 다를 뿐 비휘발성 

핵종의 방출분율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두 모델 모두 Kelly 

관계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수로에서 방출제한 옵션은 candling에 

의한 유로제한 (blockage) 현상이 없을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수 

로의 노심 특성상 노심용융물의 candling에 의한 blockage 현상은 이 현상 

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려되지 않아 경수로와 다르게 노심내 유로제한의 영 

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방출제한 옵션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면， 그림 3.2.8-14/16의 포화증기밀도제한옵션이 있는 경우 (N-0772m. 

IDCORm). 포화증기밀도 제한옵션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나 Mo 핵종의 방출만 

이 2개 차수 (order) 이상 떨어져 그럼에는 표시되지 않는데 이의 원인은 

현재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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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8-17/18는 4가지 경우 (N-0772. N-0772m. IDCOR. IDCORm)에 대해 

6가지 비휘발성 핵종의 핵연료관 외부의 노심용융불내 누적분율을 보여준 

다. 핵연료관의 파손에 의해 노심용융물이 핵연료관의 외부로 누출됨에 따 

라 누적분율이 점차로 증가해 칼랜드러아 볼트에서 노심용융불 콘크리트 반 

응 (CCI)이 발생하기 전에 거의 100%에 도탈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 

분의 비휘발성 핵종은 휘발성이 거의 없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노심 

용융물에 포함되어 움직이며 아주 적은 양 (최대 ∞수%)만이 여타지역에 분 

포함을 알 수 있다. 그럼 3.2.8-19/20/21은 이러한 핵연료관 내부 빛 외부 

로의 노심용융불 빛 비휘발성 핵종의 이동을 잘 보여주며 각 핵종별 초기질 

량도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방출분율이 매우 작은 La의 초기질량이 매우 

크며 방출분율이 가장 큰 Sb의 초기질량은 아주 작음을 알 수 있다. 한면 

Kelly 모델의 경우. Ce의 방출분율이 풀루토늄의 방출분율과 동일하게 적용 

된다. 플루토늄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커서 분포에 대한 추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산결과 방출분율이 매우 적 었지 만 Ce 핵종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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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분열 생성물 이송 빛 침착 모델 

가. 모델 특성 빛 분석방법 

ISAAC 

FPTRNP FPTRNP F PT R H S 

위의 이송 빛 침착 관련 부프로그램의 계산흐름도 그럼처럼. ISAAC 코드 핵 

분열생성불 (FP)의 이송/변환 빛 침착 모텔은 일차계통 (PHTSFP/FPTRHS 부 

프로그램). 칼랜드러아 용기 (CLNDFP/FPTRHS 부프로그램) 빛 원자로건물 

(AUXFP/FPTRRB 부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유동 빛 기제에 의한 다음의 핵종군 

(127)> )의 4가지 상태 (=증기/에어로졸/침적/노심용융불) 변화를 모의한다 

1. 불활성 개스 빛 에어로졸 

2. CsI 

3. Te02 

4. SrO 

5. Mo 

6. C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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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O 

8. La203 빛 란탄족 (lanthanides) 

9. Ce02 

10. Sb 

11. Te2 

12. U02 빛 초우라늄족 (transuranics) 

증기 빛 에어로졸 핵분열생성물의 침착 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증기 빛 에어로졸간 증발 빛 웅축 

2. 증기 빛 표면간 증발 빛 웅축 

3. 증기웅축에 의한 열침원 표면 빛 살수 불방울에의 에어로졸 침착 

4. 주위와의 열쿄환에 의한 에어로졸 침적 

5. 입자크기에 의존하는 충돌 및 중력정착에 의한 에어로졸 침착 

a. 평형상태 에어로졸 

b. 붕괴모드 에어로졸 

c. 흡습 에어로졸 옵션 적용 

d. 균질 (well mix)의 노드화 옵션 적용 

즉， 노섬에서 방출된 증기 빛 에어로졸 상태의 FP는 수증기， 수소， 빛 여타 

가스와 함께 일차측， 칼랜드러아 용기 (CT)/볼트(CV) 빛 원자로컨물로 이송 

된다. 이를 모의하기 위해 일차측에서의 대류유동 빛 원자로건물 격실간의 

이송에 관한 모델이 사용된다. 증기상태의 핵종은 증발(vaporization) 빛 

웅축(condensation) 기제를 통하여 생성 또는 제거되며， 에어로졸은 Seed 

(주로 불방울)에 증기의 핵종이 부착되어 생성된다 에어로졸의 제거는 중 

력에 의한 에어로졸의 정착 (gravitational sedimentation). 주위와의 열영 

동 (thermophoresis. 대기와 열침원 표면과의 온도구배에 따라 에어로졸 입 

자가 표면으로 이송되는 현상) 빛 관성충돌 (inertial impaction)에 의한 

에어로졸의 침적， 수증기 웅축시 에어로졸의 농도차에 의한 확산침적 

(diffusiophoresis. 경계층에서 비평형 유채상태로 야기된 Stephan 유동에 

의해 에어로졸 입자가 표변에 부착). 그러고 누출 ( leakage)과 같은 기제가 

모의되어 있다. 침적된 FP의 이송은 원자로건물 격실간에 수조가 존재할 때 

만 가능하게 모의되어 있다. 즉， 원자로건물내 침적된 FP는 과유동 

(overf1 ow)시와 같이 이용가능한 수조가 있으면 용해된다고 가정한다.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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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수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적물의 이송이 

모의되지 않으며， 증기발생기내 대류유동에 의한 침적물의 이송도 고려하지 

않는다 FP 초기 보유량중 일정부분은 핵연료 빛 피복재의 용융시 용융불과 

함께 노외로 이송된다. 여기에는 방출되지 않은 Te 빛 비휘발성 핵종군둥이 

주로 포함되며 CT 빛 CV를 거쳐 원자로건물내 여러 격실로 이송되도록 모의 

된다. 또한 노심용융불-콘크리트 반응 (CCI)시 잔존 FP의 일부 빛 콘크리트 

에어로졸의 방출도 역시 모의된다. 한면， 팬냉각기에서의 열쿄환 빛 살수계 

통 빛 수조에서의 세청 (scrubbing)과 같은 공학적 제거 기제도 모의 가능 

하다. 침적된 FP는 수조에 떨어지거나 주위의 열침원 표변에 부착되며 FP로 

부터 발생된 붕괴열은 수조/열침원의 온도상승에 기여하고 이러한 온도가 

재증발 여부를 결정한다. 

본 분석에서 증기 빛 에어로졸 핵분열생성물의 침착계산을 위한 계산 순서 

를 상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에어로졸 상태 결정 

• 평형상태 (= constant source) m 는 FAERDC( =8.0) x m':< 

• 과도상태 · FAERDC x m* = m = 1.05 x m* r 

• 붕괴상태 (= no source) m = 1. 05 x m':< 

(여기서 m=현재의 에어로졸 질량 m':<=예상 평형상태의 질량) 

2. 지배적 제거기제 존재 여부 빛 결합모델 적용 여부 결정 

• 3가지 (= 중력침적/관성충돌/입자크기무관) 주요제거 기제중 한가지 

제거기제 는 99.99% 

• 존재시 · 지배기제만 고려 
• 미 존재시 : 기제간 결합모델 (= combining rule) 적용. 즉， 제거율 

이 큰 두가지 기제를 결합룰을 적용한 제거율 (LAMIPL. LAMSPL. 또는 

LAMSPI)을 구한후 제거율이 가장 작은 기제의 제거율을 합하여 계산 

에 이용 

3. 주요기제/에어로졸 상태/지배기제 여부/결합방식에 따른 제거상수 (=15 

가지)결정 

• 3 (주요기제) x 3 (에어로졸 상태) x 1 (지배기제 존재) = 6가지 
• 3 (주요기제) x 3 (에어로졸 상태) x 3 (지배기제 미 존재시 결합방 

식) = 9가지 

• 중력침적/관성충돌 경우， 입자크기분포 (polydisperse)를 보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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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ity principle)을 적용한 상관식을 사용 

4. 흡습 에어로졸의 영향 반영 (현재는 항시 반영) 

• 중력침적/관성충돌 기제에서 컨식에어로졸 제거율보다 큰 경우 적용 

• 단일 입자크기 (monodisperse)를 가정한 단순식을 사용 

5. 그룹화 모델 적용 여부 결정 

• 중력침적/관성충돌 기제에서 노드별이 아닌 전체 (group)에서 동일 

제거율적용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 빛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모델”과 동일하게 

극한의 보수적 조건을 부여한 월성 2/3/4 발전소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3.2.8 가 참조)를 대상으로 대표 FP (CsI)의 이송 빛 침착을 발전소 위치 

별 빛 제거기제별 (공학적 제거기제는 미포함)로 분석하였다. ISAAC 코드의 

핵분열 생성물 이송 빛 침착에 관한 상세한 모델링 빛 주요 입.출력 변수는 

기술보고서 [22]를 참조하면 된다. 

나. 저압사고에서의 모델 영향 평가 

Uncoverel 
Verlical HS 

(uv) 

2 

Vapor 
(V) 

Covered 
Horizonl왜 HS (CH) 

Covered 
Verlical HS (CH) 

Uncovered 
Verlical HS 

(U이 

그럼 3.2.9-1 ISAAC 에서 모의하는 원자로건물내 FP 이송/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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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에서 모의하는 원자로건물내 핵분열생성물의 이송방식 (transport 

paths)은 〈그럼 3.2.9-1>에서 예시된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서 열 

침원 표면은 노출된 수평 표면， 냉각수에 잠긴 수평 표면， 노출된 수직 표 

면， 빛 냉각수에 참긴 수직 표면으로 구분된다. 

1. 증발( vapor‘ization)/웅축(condensation)에 의한 증기에어로졸 변환 (1 ) 

2. 증발(vaporizat ion) /웅축(condensation)에 의한 증기노출표면 변환 (2 ) 

3. 에어로졸의 냉각수조에 침적 (3 ) 

4. 에어로졸의 노출 수평표변에 침적 (4) 

5. 에어로졸의 노출 수직표변에 침적 (5) 

6. 증기(핵종)의 냉각수조에의 용해 (6) 

이러한 이송 빛 제거방식에 의해 대표 FP로서 CsI의 위치별 분포는 다음의 

〈그럼 3.2.9-2>와 같다 

1.0 

i혜 
0.8 

CT 

0.6 

0.4 

0.2 

0.0 
O 20 40 60 

Time [hr] 

... fuel channel- coriu 
-•• -broken loop 
-+-intact loop 
- • -CT- /CV- corium 
-‘ -con ’t( +CY)- total 
-"- con ’t- atm +dep 
-o- con ’t- atm - vapor 
「← con ’t- atm- aerosol 
-9- con ’t- dep 

80 10C 

그림 3.2.9-2 월성 2/3/4 LLOCA시 위치별 핵분열생성불 (CsI) 분포 

이에 의하면 핵연료채널내 냉각수가 고갈되어 핵연료가 손상되는 과정에서 

약 5% 정도가 원자로건물로 초기 방출되어 ( ’ A ’) 침착되며 ( ’ γ ’). 약 10% 

빛 7%가 파손 빛 건전 폐회로에 각각 침착되고， 나머지 대부분 ( 약 7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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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용융물에 포함되어 칼랜드러아 용기 ( ’ *-CT ’)로 이송된다. 이후 CT내 

캄속재가 증발/고갈되어 탱크가 파손되면 (= 약 33시간경) 노심용융물이 거 

의 모두 칼랜드러아 볼트 ( ’ *-cv ’)로 이송된다 캄속재가 고갈되면 노심용 

융물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탱크 파손시까지 시간간격이 매우 짧으므로 

이 과정에서 FP의 방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경수로에서 노심용융 

물이 원자로용기 하부지지판에 이송된 후 원자로용기 파손시까지 용기하부 

에서 FP의 방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CT내에는 FP 

가 거의 잔존하지 않는다. 

이후 cv의 냉각수 고칼로 (약 40 시간경) 노심용융물의 온도가 다시 상승하 

면 노심용융불 콘크리트 반응 (CCI: Corium-Concrete Interaction)과 함께 

용융불내의 FP가 후기 방출되어 원자로건물내 FP가 증가하나 ( ’‘’) (원자 

로건물 빛 cv에서 ) 노심용융물을 포함한 전체 FP양은 일정함 ( ’.’ )을 알 

수 있다. 후기방출은 약 15시간정도 지속되며 이 기간동안 격납대기내 에어 

로졸 상태 ( ’口’)가 증기상태 ( ’ O ’)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 

다. 초기 빛 후기 방출에 의해 격납대기로 방출된 FP는 결국 침착되게 된다 

( ’ ? ’ ) . 

한면. ISAAC 모텔은 증기(=기체) 상태의 FP (불활성 FP는 항시 기채상태이 

므로 제외)가 포화 (또는 평형) 증기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데， 온도에 

따른 포화 증기압을 실험식으로부터 계산하고 에어로졸은 (대기내) 기채 상 

태의 FP가 포화 증기압을 유지하도록 이상기체법칙에 따라 증발 또는 웅축 

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평형 상태의 증기밀도 (equilibrium vapor 

density)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원자로건물내 에어로졸이 ISAAC에서 모의하 

는 4가지 제거방식에 의해 침착되는 누적분률 ( fract ion)을 〈그럼 3.2.9-3> 

(Log scale) 빛 〈그림 3.2.9-4> (Linear scale)에서 비쿄해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초기방출시는 중력침착 ( ’./口’) 기제와 증기웅축 ('~/ I ’ ) 기제 
가 비슷한 크기로 주로 작용하는데 반해 후기방출시는 거의 중력침착 기제 

가 지배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열영동( ’‘/':<’ ) 기제는 침착시에 항시 

발생하지만 주로 후기에 작용하여 증기웅축에 비해 약 1 차수 정도 적고 관 

성충돌 ( ’./。’ ) 기제는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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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하는 4가지 제거방식에 의한 원자로건물내 

이에 의하면， 방출 초기 

55시 간 이후에는 침착이 

경우에는 아주 작지만 

비쿄하여 보여준다. 

후기방출이 종료되는 

있다. 한면 관성충돌의 

[kg/sec]을 

일어나고 

알 

ISAAC에서 

에어로졸의 침착률 

에 침착이 활발히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3.2.9-5>는 〈그럼 

수 

원자로건물내 수소연소와 관련되 이는 60시간 이후에도 침적이 발생하는데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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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칼랜드러아 용기에서의 

바란다 

이외에 일차계통의 파손/건전폐회로 

거동은 기술보고서 [21]를 참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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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SAAC 전산묘드 모델개선 

1. 캄속재 주입계통 모델 

가. 개발 방법 빛 모델 특성 

ISAAC 전산코드 개선 작엽의 일부로서 중수로 고유 계통모델의 개발을 수행 

하였다 개발모델로는 ISAAC 1. 0코드에 모의되지 않은 칼랜드러아 볼트 

(CV , 원자로실)의 냉각수 주입계통 빛 다음 면 (3 ， 3 ， 2)의 칼랜드러아 용기 

(cr , 캄속재 계통)의 캄속재 (중수) 주입계통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ISAAC 

2 , 0 코드에 포함되었다. 개발모텔은 중수로 중대사고 관리전략의 일환인 

"cr내 냉각수 주입” 빛 "CV내 냉각수 주입” 전략에 필요한 계산표 (노심손 

상 이후 cr에 대한 캄속재 공급율， CV에 대한 냉각수 공급율， CV 냉각수 수 

위 빛 체적 )를 작성하기 위한 보조도구 (Calculational Aid)로 이용될 예정 

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2006년 초까지 중수로 원전에 대한 일반 사고 

관리 지침과 기술배경이 개발 완료되면 산엄체 (한수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월성 1. 2 ， 3 ， 4호기에 대한 발전소 고유 사고관리 지침서를 2008년까지 작성 

할 계획으로 있다. 

기존의 ISAAC 1. 0 코드에는 칼란드러아 탱크내에 추가로 캄속재를 주입하는 

기능이나 칼란드러아 볼트에 추가로 냉각수를 보충하는 기능을 모의할 수가 

없다， ISAAC코드의 일차계통은 일반화된 계통 구분화 계획 (Nodalization 

Scheme)을 사용하지 않고 코드 내에 고정된 계통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되어 있지 않는 계통은 추가의 코팅작엽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 코드의 용도가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 있었으며 이 경우 중대사고를 모 

의하면서 이들 계통을 별도로 모의할 필요가 없었으나 사고관리 측면에서는 

이들 계통을 충분히 활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모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 

에 캄속재 주입계통과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계통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중수로 사고관리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기존의 계산 

표는 경수로에서 사용된 계산표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어 ”노심용융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칼래드러아 탱크내 캄속재 주입률 빛 칼래드러아 볼트내 냉 

각수 주입률”의 계산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본 연구를 이러한 새로운 

계산표의 개발에 직접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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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랜드러아 용기내 캄속재 주입모델 개발을 위한 요건 빛 특성은 다음과 같 

다. 

• 칼랜드러아 용기는 중수로 채워져 있고， 이 중수는 캄속재 역할을 한다 . 

• 캄속재내에서 발생하는 열은 열쿄환기를 통하여 제거된다. 

• 열쿄환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캄속재 온도는 상승하여 증발되고， 핵연료 

관 (= 칼랜드러아관)은 노출된다. 

• 칼랜드러아관이 노출된 후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 (중수 또는 경 

수)를 공급하는 것은 중대사고관리에서 중요하게 된다 

• 월성발전소에는 칼랜드러아 용기에 중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가 있다. 

즉. 4개의 중수공급탱크가 있고， 칼랜드러아 용기와 중수공급탱크와의 

사이에 중수공급펌프가 있으며， 이 펌프를 사용하여 칼랜드러아 용기에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 중수공급탱크에 있는 중수가 고칼되 었을 때 필요하다면 운전원 조치로 

중수대신 경수를 중수공급탱크에 한없이 공급할 수 있다 

칼랜드러아 용기 주입에 이용되는 주요 캄속재 계통을 〈그럼 3.3.1-1>에 도 

시하였다. 

나. 개발 모델 영향 평가 

개발 모델의 추가 후 캄속재계통의 사고방지효과를 분석하였다. 칼랜드러아 

내 캄속재 주입량은 캄속재 공급펌프의 능력 빛 중수 공급탱크의 용량에 의 

해 결정된다 칼랜드러아 주입 계통변수에 의하면 정상운전시 2대의 중수공 

급 탱크 (3811-TK3!TK4)로부터 1대의 펌프 (3811-P1 )를 이용하여 평균유량 

(= 6.0 L!초)으로 (high tritium 중수가) 주입되며， 비상시는 PHTS 주입에 

이용되는 2대의 중수공급 탱크 (3811-TK1 !TK2)로부터 1대의 펌프 (3811-P2) 

를 이용하여 평균유량 (= 6.0 L!초)으로 (1 ow tritium 중수가) 추가로 주입 

이 가능하다. 또한 2대의 펌프는 펌프특성 곡션을 참조하면 최대유량 (= 

8.0 L!초)으로 주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펌프 1대 또는 2대 사용 경우의 정 

격유량 빛 최대유량을 구분하여 아래의 4가지 경우에 대한 계산이 수행되었 

고， 참조사고는 월성 2 발전소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후 완전급수상실을 

포함한 극한의 조건을 부여하였다 (참조사고시 상세 사고진행 빛 열수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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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는 기술보고서 [ 13] 를 참조) .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캄속재 주입 없음 = 0.0 L!초 (LO-SO) 
펌프 1대 (3811-P1) + 평균유량 = 6.0 L!초 (LO-S6) 
펌프 1대 (3811-P1) + 최대유량 = 8.0 L!초 (LO-S8) 
펌프 2대 (3811-PlIP2) + 최대유량 = 16.0 L!초 (LO-S16) 

계산결과， 칼랜드러아 파손판 (rupture disk) 파손 직후 (= 3466초)부터 중 

수공급펌프 1대의 평균유량 (<그럼 3.3.1-2> 참조) 빛 에너지 (= 804 KJ/ 

초)를 주입한 2번 경우 (계산 경우중 최소량 주입 경우)에도 칼랜드러아의 

캄속재 수위가 회복되어 (<그럼 3.3.1-3> 참조) 핵연료관의 손상 빛 칼랜드 

러아의 손상이 방지되었다 (<표 3.3.1-1> 참조) . 칼랜드러아의 캄속재 온도 

도 주입유량에 따라 온도상숭이 지연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3.1-4> 참 

조， 단， 캄속재 주입이 없는 경우， 칼랜드러아 내 냉각수가 고칼된 9시간 

이후의 (역전된) 온도변화 빛 원자로건물 파손시 증기이동에 따른 약 40시 

간 큰처의 피크는 별 의미 없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수공급 시점/지속시간 

빛 다양한 사고경위등에 따른 추가적인 민캄도 계산둥이 필요하나 현 시점 

에서 중수공급을 이용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칼랜드러아 파손판 파손 이후 핵연료관 노출이전 

에 중수공급이 가능하면 핵연료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 중대사고 관리 

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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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조) 사건 

LO-SO I LO-S6 I LO-S8 I LO-S16 
원자로줄구모관 (ROH) LOCA 발생 
HPI!MPI!LPI 불 능 
감속재 및 종단차폐체 냉각계통 실패 

0.0 주급수 실패. MSIV닫힘 

격납건물 살수 및 지역공기냉각기 실패 

0.87 
원자로정지， 

보조급수 실패 

2.4 SG MSSV 열림 
20.7 Loop 1 노심노줄 시작 
3466 CT rupture disc fails 

7922 7841 I 7838 I 7853 Loop 2 노심노줄 시작 
9041 Loop 1 압력관 손상 
9061 

N!C / Loop 2 압력관 손상 
142894 CT 손상 

172800 (= 48 시 간) 계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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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NVCT (1.0E쩌)KG 

25.0 

L →→←키 

i드느三i三=각 20.0 

20 

사
 

15.0 

10.0 

5.0 

50 40 

3.3.1-3 cr내 캄속재 수위 변화 
ll~ I-OLRS 

댐
 

0.0 

TWCT K 
500 

400 

300 

200 

100 

50 

3.3.1-4 cr내 캄속재 온도 변화 

- 113 -

40 

"IE 버ou갓S 

댐
 

o 



2. 칼란드러아 볼트 냉각수 주입계통 모델 

가. 개발 방법 빛 모델 특성 

개발 방법은 앞 면 (3.3.1)의 기술을 참조하기 바라며， 칼랜드러아 볼트내 

냉각수 주입모델 개발을 위한 요건 빛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칼랜드러아 볼트에 있는 물은 양단차폐체 냉각계통(end shield cooling 

system. ESC)에 의하여 순환되고 열이 제거된다. ESC에 있는 열쿄환기가 

고장나면 칼랜드러아 볼트 냉각수의 열을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수가 

포화온도에 도달하면 캄압방출배관 (relief vent piping system)의 파손 

판이 파손되며 (설정치 = 69 kPa(g) (= 10 psig)). 보일러실로 증기가 

배출되어 칼랜드러아 볼트의 수위 가 낮아진다. 

• 칼랜드러아 볼트 수위가 낮아지면 칼랜드러아 볼트와 연결되어 있는 수 

용탱크 (holdup tank)의 물이 배관을 통해 칼랜드러아 볼트로 흘러들어 

간다. 반대로 칼랜드러아 볼트내의 냉각수가 팽창하여 볼트의 수위가 올 

라갈 때에는 볼트의 냉각수가 수용탱크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 수용탱크의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운전원은 순수공급펌프를 사용하여 순 

수처장탱크에서 순수를 수용탱크로 공급할 수 있다. 

칼랜드러아 볼트 주입에 이용되는 양만차폐체 냉각계통을 〈그림 3.3.2-1>에 

도시하였다. 

나. 개발 모델 영향 평가 

개발 모델의 추가 후 냉각수 주입시 사고방지효과를 분석하였다. 칼랜드러 

아 볼트에 있는 물은 정상운전시 양단차폐체 냉각계통 (end shield cooling 

system. ESC)에 의하여 순환되고 열이 제거된다. ESC에 있는 열쿄환기가 고 

장나면 칼랜드러아 볼트 냉각수의 열을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냉각수가 포화 

온도에 도달하면 캄압방출배관 (relief vent piping system)의 파손판이 파 

손되며 (설정치 = 69 kPa(g) = 10 psig). 보일러실로 증기가 배출되어 칼랜 

드러아 볼트의 수위 (정상수위 =115. 17m土0.15m)가 낮아진다. 칼랜드러아 볼 

트 수위가 낮아지면 칼랜드러아 볼트와 연결되어 있는 수용탱크 (holdup 

tank. 정상수위 =114. 33m. 용량은 매우 작음)의 물이 중력에 의해 배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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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칼랜드러아 볼트로 흘러들어간다. 반대로 칼랜드러아 볼트내의 냉각수가 

팽창하여 볼트의 수위가 올라갈 때에는 볼트의 냉각수가 수용탱크로 흘러가 

게 되어 있다 수용탱크의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운전원은 순수공급펌프를 

사용하여 순수저장탱크에서 순수를 수용탱크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 순 

수처장탱크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고칼시 채울수 있음) 무한대의 수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칼랜드러아 볼트내 냉각재 주입량은 수용탱크로의 순 

수보충율 (=순수공급펌프의 능력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순수공급 

계통변수에 의하면 정상운전시 순수보충율은 최대 9.9 L!초 이며， 순수공급 

펌프 특성곡션을 참조하면 최소유량 (= 5.5 L!초)으로 주입이 가능하다 따 

라서 최소 빛 최대유량을 구분하여 계산이 수행되었고， 참조사고는 월성 2 

발전소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후 완전급수상실을 포함한 극한의 조건을 부 

여하였다 (참조사고시 상세 사고진행 빛 열수력 해석결과는 기술보고서 

[13]를 참조) . 

계산결과， 칼랜드러아 볼트 파손판 (rupture di sk) 파손 직후 (= 36121초) 

칼랜드러아 볼트 수위가 정상수위로부터 약 1m 이상 낮아지면 수용탱크로부 

터 최소 순수보충율로 냉각수 (온도=26'C)가 보충되어도 파손배관을 통한 

방출율보다 많아 냉각수위가 회복되며 (<그럼 3.3.2-2> 참조) 온도상승도 

지 연된다. 따라서 칼랜드러아 볼트 파손판 손상 이후 칼랜드러아 파손 이전 

(민캄도 계산에 의하면 파손수위보다 약 1m 이상에서)에 냉각수 공급이 가 

능하면 칼랜드러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 (<그럼 3.3.2-3> 참조) 중대사 

고 관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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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공기냉각기 모델 

가. 기존 모델 분석 빛 모델 개선 

현재 코드의 지역 공기냉각기는 두 군데만 설치할 수 있어 실제로 여러 군 

데 설치되어 있는 월성발전소를 정확히 모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 

역 공기냉각기 설치 장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장소 수 

를 하나의 fan cooler . 하나의 chiller. 그러고 10곳의 air coolers 로 모 

두 12곳의 지역 공기냉각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코드를 개선한 후 그 영향 

을 평가하였다. 사고 시 지역 공기냉각기의 성공기준은 핵연료 쿄환기실 

(R107)은 4대중 3대 이상 기동， 핵연료 쿄환기실 (R108)은 4대중 3대 이상 

기동， 보일러방 (R601)은 8대중 6대 이상 기동으로 16개중 127>>가 가용하여 

야 된다. 그러므로 지역 공기냉각기를 두 군데 설치한 경우 즉 핵연료 쿄환 

기실 (R107)에 6대， 보일러방 (R601)에 6대 설치한 경우와 세 군데 설치한 

경우 즉 핵연료 쿄환기실 (R107)에 3대， 핵연료 쿄환기실 (R108)에 3대， 그 

러고 보일러방 (R601)에 6대 설치한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 개선된 모델 영향 평가 

고압 사고인 증기발생기 급수 상실사고 (LOFW)와 저압 사고인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LOCA)에 대해 LAC의 설치 장소에 따른 영향 분석을 ISAAC 2.0 

PC Version율 이용하여 월성 2.3.4호기에 대해 수행하였다. 비상 노심 냉각 

계통 (ECCS)과 캄속재 빛 차폐체 냉각계통이 고장난 상탕히 보수적인 사고 

경위이며， 피동 계통인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은 가용 하다고 모든 분석사고 

에 대해 가정하였다[22 1. 

가.에 기술한 대로 사고시 지역공기냉각기의 성공기준은 핵연료쿄환기실 

(R107)은 4대중 3대 이상 기동， 핵연료쿄환기실 (R108)은 4대중 3대 이상 

기동， 보일러방 (R601)은 8대중 6대 이상 기동으로 16개중 127>>가 가용하여 

야 된다. 그러므로 지역공기냉각기를 두 군데 설치한 경우 즉 핵연료쿄환기 

실 (R107)에 6대， 보일러방 (R601)에 6대 설치한 경우와 세 군데 설치한 경 

우 즉 핵연료쿄환기실 (R107)에 3대， 핵연료 쿄환기실 (R108)에 3대， 그러 

고 보일러방 (R601)에 6대 설치한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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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ISAAC 입력은 참고문헌 [23] 에 있으며 중대사고 관점에서 사고 진행 

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고 시작 후 72시간까지 계산하였다 

(1 ) 고압사고에서의 모델 영향 평가 

고압 사고인 증기발생기 급수 상실사고 (LOFW)는 주급수 공급이 상실되면서 

시작되는 사고로 일차계통에서 이차계통으로의 전달되는 전출력 열량을 제 

거하지 못해 이차측의 압력 증가로 증기발생기의 안전밸브가 열리며 (약 3 

초)， 또한 일차계통도 이차계통으로의 부족한 열 제거로 압력이 증가하여 

Degasser‘ Condenser Tank로 연결되어 있는 Liquid Relief Valve가 열럼 (약 

6초)으로 과압을 방지한다 일차계통의 고압으로 원자로는 트립되며 (약 

19초)， 주급수에 이어 증기발생기로의 보조 급수도 상실되어 증기발생기는 

고칼된다 ( 약 2， 641초) 

표 3 ， 3 ， 3-1은 증기발생기 급수 상실사고 주요 사건일지 (PC 계산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두 문데에 LAC를 설치한 경우와 세 문데에 LAC를 설치한 경우 

주요 사건 발생 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LOFW시 연료쿄체실 107과 108 그러고 보일러 방에서의 LAC로 인해 웅축된 

수증기랑과 제거되는 열량을 비쿄는 참고문헌 [22]의 그럼 5 ， 6 ， 7 ， 8에 정리되 

었고 그럼 3， 3 ， 3-1과 3 ， 3 ， 3-2에 인용하였다. 

그럼 3 ， 3 ， 3-1에 나타나듯이 웅축된 수증기량은 연료 쿄처l실 107과 108은 거 

의 같으며 보일러 방에서는 연료 쿄채실에 비해 3배 정도 많음을 보인다. 

즉 세 군데에 LAC 설치한 효과가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럼 3 ， 3 ， 3-2는 연료 쿄체실 107과 보일러 방 두 군데에 LAC를 설치한 경우 

를 보이는데 연료 쿄체실 108은 LAC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 

났으며 연료 쿄체실 107과 보일러 방에서의 LAC로 인해 웅축된 수증기량이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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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저압사고에서의 모델 영향 평가 

저압 사고인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LOCA)는 원자로 출구모관 reactor 

outlet header 3 (ROH 3)에서 대형 파단 (파단 면적 0.2594 m2)이 발생한 

사고다 증기발생기로의 주급수 계통은 원자로 정지 시점까지 가동되나， 정 

지 후에는 보조급수계통의 고장을 가정하여 더 이상 증기 발생기로의 급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자로 트립 시점은 FSAR에서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였 

고 0.87초에 수동 정지하도록 하였다. 

1차 계통에서 발생되는 파단 사고의 경우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을 일찍 작동 

시키기 위해 증기발생기의 안전밸브 (씨SSV)를 열어 2차 계통을 급속하게 냉 

각 (crash cooldown)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모의하기 위하여 LOCA 

신호가 접수되고 30초 후에 MSSV가 열리고， 계속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LOCA 신호가 발생하면 가압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폐회 

로는 가압기 격리 밸브를 잠금으로 서로 격리되도록 하였다. 이 사고의 경 

우. LOCA 신호는 1차 계통의 압력이 5.56 MPa 이하로 감소하는 3.3초에 발 

생하며， 가압기 격리밸브는 약 23초에 닫히고， 약 33초에 MSSV는 개방된다. 

표 3.3.3-2는 대형 파단 사고 주요 사컨일지 (PC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두 군데에 LAC를 설치한 경우와 세 군데에 LAC를 설치한 경우 주요 사건 

발생 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LLOCA시 연료쿄처l실 107과 108 그러고 보일러 방에서의 LAC로 인해 웅축된 

수증기랑과 제거되는 열량을 비쿄는 참고문헌 [22]의 그럼 1.2.3.4에 정리되 

었고 그럼 3.3.3-3과 3.3.3-4에 인용하였다 

그럼 3.3.3-3에 나타나듯이 웅축된 수증기 량은 연료 쿄체실 107과 108은 거 

의 같으며 보일러 방에서는 연료 쿄채실에 비해 3배 정도 많음을 보인다. 

즉 세 군데에 LAC 설치한 효과가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럼 3.3.3-4는 연료 쿄체실 107과 보일러 방 두 군데에 LAC를 설치한 경우 

를 보이는데 연료 쿄체실 108은 LAC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 

났으며 연료 쿄체실 107과 보일러 방에서의 LAC로 인해 웅축된 수증기량이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120 -



다. 개선모델 영향 평가 결과 

고압 사고인 증기발생기 급수상실사고 (LOFW)와 저압 사고인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LOCA)에 대해 LAC의 설치 장소에 따른 영향 분석을 ISAAC PC 

Version을 이용하여 월성 2 ， 3 ， 4호기에 대해 수행하였다. 비상 노심 냉각계통 

(ECCS)과 캄속재 빛 차폐체 냉각계통이 고장 난 상탕히 보수적 인 사고경위 

이며， 피동 계통인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은 가용 하다고 모든 분석사고에 대 

해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사고 시간은 비숫함을 알 수 있었고 개선된 

코드는 사고경위와 관계없이 지역공기냉각기 설치 장소 증가에 따른 지역공 

기냉각기 효과를 정확히 모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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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 증기발생기 급수 상실 사고 주요 사건일지 (PC 계산결과) 

Spray on Spray On Spray On 

주요진행상황 LAC Off LAC on ( 2 ) LAC On ( 3 ) 

Sec (Hour) Sec (Hour) Sec (Hour) 

LOFW (MFW + AFW) lnitiates 0 0 

ECCS Off. SG MSIV Closure 0 0 

Moderator. Shield Cα)ling Off 0 0 

Local Air Cooler Forced Off 0 0 

SG MSSV First Open 2.8 2.8 2.8 

LRV First Open ι 6.1 6.1 6.1 

Reactor Scram 18.8 18.8 18.8 

SG Dryout (Loop1&2. Broken & 
2641 (0.7) 2646 (0.7) 2648 (0.7) 

Unbroken Loop) 
Core Uncover Starts in Loop 1 & 

4434 (1 .2) 4444 (1.2) 4446 (1 .2) 
2 
Dousing Tank Water Depleted for 

5083 (1.4) 9153 (2.5) 8948 (2.5) 
Containment Spray 

Core Empty in Loop 1 & 2 5414 (1 .5) 5426 (1.5) 5432 (1.5) 

Calandtia Rupture Discs Fail 6681 (1 .8) 6695 (1.8) 6705 (1 .9) 

Loop 1 Fuel Channel Rupture due 
10546 (2.9) 9521 (2.6) 9306 (2.6) 

to Creep 

Pressmizer Isolated 10581 (2.9) 9556 (2.7) 9341 (2.6) 

Loop 2 Fuel Channel Rupture due 

to Creep 
10546 (2.9) 9521 (2.6) 9306 (2.6) 

Moderator Dryout \ 34339 (9.5) 30807 (8.6) 30707 (8.5) 

Calandtia F ail ure 138218 (38.4) 130219 (36.2) 129502 (36.0) 

Containment Failure 13없43 (38.5) No No 

Calculation Ends 259200 (72) 259200 (72) 2592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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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2 발전소 대형 파단 사고 주요 사건일지 (PC 계산결과) 

Spray On 
Spray On Spray on 
LAC On LAC On 

주요진행상황 LAC Off 
( 2 ) ( 3 ) 

Sec (Hour) Sec (Hour) Sec (Hour) 

Large LOCA lnitiates 0 0 0 

ECCS Off. SG MSIV Closure 0 0 0 

Moderator. Shield Cα)ling Off 0 0 0 

Local Air Cooler Forced Off 0 0 0 

Reactor Scram 0.87 0.87 0.87 

Mainl Auxiliary F eedwater F orced 
0.87 0.87 0.87 

Off 

LOCA Signal Received “ 3.4 3.4 3.4 

P:ressmizer Isolated 23.4 23.7 23.6 

SG MSSV Manually Open for Crash 
33.4 33.4 33.4 

C∞ldown 

Ptimary System pt디mp Off 134 134 134 

Calandtia Rupture Discs Fail b 3235 (0.90) 3245 (0.90) 3247 (0.90) 

Loop 2 SG Dryout 3327 (0.92) 3329 (0.92) 3337 (0.93) 

Dousing Tank Water Depleted for 
5311 (l.5) 6958 (1.9) 6844 (1.9) 

Containment Spray 

Loop 2 LiQuid Relief Val ve Open 없65 (l.8) 6502 (1.8) 6490 (1.8) 

Loop 1 Fuel Channel Rupture due to 

C:reep 
6580 (l.8) 7481 (2.1) 6788 (1.9) 

Loop 2 Fuel Channel Rupture due to 

C:reep 
9061 (2.5) 9098 (2.5) 9130 (2.5) 

Moderator Dryout 27667 (7.7) 27136 (7.5) 27421 (7.6) 

Loop 1 Unbroken / Broken SG 95206 (26.4) 114855 (31.9) 118038 (32.8) 

Dryout 100840 (28.0) 123813 (34.4) 124694 (34.6) 

Calandtia F ail ure 129820 (36.1) 122593 (34.0) 122859 (34.1) 

Containment Failure 130110 (36.1) No No 

Calculation Ends 259200 (72) 259200 (72) 2592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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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그림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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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3-4 LLOCA시 기존모텔에서의 월성 2 ， 3 ， 4호기 연료 쿄체실 10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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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칼랜드러아 외벽의 열전달모델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중수로의 칼랜드러아에 해탕) 하부에 용융물 

이 재배치되어 있을 경우 원자로 외벽에서의 열전달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ISAAC에서는 핵비등과 임계 열속에 큰거한 모델을 사용하며 외벽이 

냉각수에 잠겨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열전달에 의해 원자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열전달 특성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 

하고 있기 때문에 칼랜드러아로부터 칼랜드러아 볼트의 냉각수 또는 종단차 

폐체로의 열전달을 제한하기 위한 불확실 모델변수를 도입하였다. 캔
『
 

3.3.4-1은 이 불확실변수를 도입하여 월성 2호기 원전에서의 칼랜드러아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계산결과이며 노심물질이 용융되어 칼랜드러아 바 

닥으로 재배치 된 후 외벽에서의 최대 열속을 0.1 MW/m
2 빛 0.2 MW/m2로 제 

한했을때 전자의 경우에는 칼랜드러아가 파손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외벽 

이 냉각수에 잠겨있는 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반적 

으로 1. O MW/ m2 정도의 열속 제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월성원전에서는 외 벽 
냉각에 의해 원자로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역으로 입증하는데 활용 

될 수있다. 

(1. U t:’ bJ W 
17.5 

14 .0 • • 

• c ; 

" 

H 

cc 
40 50 

TIME H OURS 

그럼 3.3.4-1. CT 외벽에서의 최대열속을 0.1 MW/mz 

빛 0.2 MW/m2로 제한했을 경우에 대한 외벽에 

서의 열전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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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봉 처침 (sagging) 모델 

가. 기존 모델 분석 빛 모델 개선 

CANDU 원전에서 캄속재 상실로 수평 연료관이 노출되 면 붕괴 열로 인한 온도 

상승 빛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연료관은 가열되고， 이와 같은 중대사고 환 

경에서의 수평연료관의 재배치는 칼랜드러아 용기 내부의 연료관 구조불과 

재배치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사고 전개를 포괄할 수 있논 상세한 모델링은 실험 자료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현재 중수로 원전에서의 중대사 

고를 모의하는 ISAAC 1. 0에서는 간단한 모델 변수를 도입하여 수평연료관 

의 재배치로 인한 현상을 모의하고 있다 

ISAAC에서는 수평연료관이 재배치되어 낮은 위치의 연료관과 접촉하게 되면 

캄속재로의 열전달 면적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열전달 면적 감소비율 

을 모델 변수 (FSAGKT)로 정의하여 기존 표면적을 캄소하도록 모의하였다. 

그러나 ISAAC 결과에 따르면 0.1에서 0.3사이의 FSAGKT 값에서는 캄속재로 

의 불충분한 열전달로 수평연료관이 손상되어 칼랜드러아 용기 바닥으로 재 

배치되지만. 0.5 이상의 값에서는 원활한 열전달로 수평연료관의 건전성이 

유지된다. 이와 같이. FSAGKT 모델 변수의 값에 따라 사고진행이 큰 차이 

를 보임에 따라 연료봉 재배치 모델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현재 FSAGKT는 칼랜드러아관의 처침 조건이 만족되면 그 즉시 캄속재로의 

열전달 면적을 인위적으로 FSAGKT 비율만큼 캄소시킴으로 사고진행을 모의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수평연료관이 처지기 시 

착하면 온도와 자체 하중의 영향으로 서서히 아래로 내려앉으며 점진적으로 

칼랜드러아관과 캄속재 사이의 열전탈 면적이 캄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 

다. 재배치 관련 변수로는 FSAGKT 외에도 TSAGKT가 있는데， 이 변수에 대 

한 민캄도 해석 결과에 따르면 TSAGKT가 높을수록 재배치될 때까지의 시간 

이 길어져 수소 생성량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 등 

전반적인 사고진행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다 [24 1. 따라서 

여기서는 단일 값으로 사용되는 FSAGKT를 대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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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수평연료관이 처지기 시착하면 입력으로 지정한 FSAGKT를 

사용하여 그 즉시 캄속재로의 열전달 면적을 캄소시키는 대신， 재배치 시첨 

부터 진행 시간에 따라 접촉 면적을 서서히 줄여가도록 실제 사고진행 상항 

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모델 변수인 TSAGCH와 FSAGMIN을 도입하 

여 열전달 면적변수인 FSAG를 다음처렴 정의하였다: 

FSAG=MAX ( FSAGKT':<( 1. - (TIM-TIMESG) !TSAGCH ), FSAGMIN ) 

여기서 TSAGCH는 재배치 시간 상수 (초)로 이 시간 동안 FSAGKT가 캄소하 

며. FSAGMIN은 FSAGKT의 최소값을 의미하며. TIM과 TIMESG는 코드에서의 사 

고진행 시간과 수평연료관이 처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낸다 예로， 

TSAGCH와 FSAGMIN을 각각 600.0과 0.05로 입력하면， 처지기 시작하는 시첨 

부터 600초 (10분) 동안 FSAGKT가 1. 0에서 0.0으로 캄소하며. FSAGKT값이 

0.05보다 낮아지면 그 이후는 0.05로 고정하여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기존 

에 사용되 었던 FSAGKT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대신 입 력 값은 1. 0으로 수정 

하였다. 

나. 고압사고에서의 모델 영향 평가 

수정된 모델의 영향 평가를 위해 이 절에서는 고압사고로 발전하는 급수 상 

실사고 (LOFW)를 분석하고， 다음 절에서는 저 압사고를 대상으로 정 리하였 

다. 기존의 모델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FSAG 값이 FSAGKT 값으로 적용 

되는 반면. TSAGCH를 사용하면 시간의 진행에 따라 FSAG 값이 서서히 바뷔 

게 된다. 따라서 가장 빠른 재배치를 모의하도록 30초부터 시작하였고， 늦 

게는 3600초로 1시간에 걸쳐 FSAG 값이 바뷔도록 모의하였다. 최소값인 

FSAGMIN은 0.05로 고정하여 계산하였다. 

칼랜드러아관의 처침 입 력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중의 하나가 노심 

내 수소 생성량이다. 급수상실사고 (LOFW)에서의 FSAGKT에 따른 수소 생성 

량은 기술보고서 [24] 의 그럼 4.1-33부터 4.1-36에 정리되었고 그럼 3.3.5-1 

과 3.3.5-2에 인용하였다. 여기서 MH2CRT(1)과 MH2CRT(2)는 폐회로 1과 2 

에서의 수평연료관 (피복재， 압력관， 칼랜드러아관)에서 생성되는 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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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을 각각 나타낸다. 그럼에서 보듯이 FSAGKT의 값에 따라 사고 종료 시 

점인 72시간에서의 폐회로 1과 2에서의 총 수소 생성량은 160kg 

( FSAGKT=O. 1)에서 많게는 530kg (FSAGKT=0.5)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0.5 

보다 높은 경우는 72시간까지 유사한 양의 수소 생성량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FSAGKT 값은 0.1로， 사고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낮은 값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3.5-3과 3.3.5-4는 LOFW에서 각 폐회로 

에서의 고정된 FSAGKT (0.1. 0.3. 0.5)와 새로운 모델 (TSAGCH=30초. 3600 

초)을 사용한 경우를 서로 비쿄하였다. 재배치 진행시간을 30초와 1시간으 

로 모의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FSAGKT=O. 1의 결과와 전반적인 

경향을 같이 하였다. 

노심에 남아있는， 즉 Holding Bin으로 재배치되기 전까지 연료 물질의 량 

(MCR)은 그럼 3.3.5-5와 3.3.5-6에， 그러고 칼랜드러아 용기로 재배치된 연 

료 물질의 양 (MCMTCT)을 그럼 3.3.5-7에 각각 도시하였다 FSAGKT의 값을 

0.5로 고정하여 사용한 경우에서는 칼랜드러아 용기로 연료 물질이 전혀 이 

송되지 않았고. 0.3의 경우는 약 140톤의 초기 량 중 약 96톤이 재배치됨을 

보여준다 0.1의 경우는 128톤 정도 재배치되었는데， 새로운 모텔을 사용 

하여 재배치 시간을 30초와 1시간으로 모의한 경우 각각 128톤에서 132톤으 

로. 0.1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 시점도 FSAGKT 값을 0.5로 사용한 경우만 칼랜드러아 용기가 건전하 

며， 나머지 경우는 파손 시점이 40시간에서 42시간으로 비슷한 결과를 예측 

하고있다.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건물의 압력을 비쿄하여 그럼 3.3.5-8에 정리 

하였다 고정된 FSAGKT을 사용한 경우는 원자로건물 파손을 배제한 해석 

결과로， 원자로건물 파손인 520 kPa (a) 이상으로 증가하여도 깨지지 않도 

록 모의하였다. 따라서 원자로건물 파손 압력에서의 정상적인 파손을 고려 

하면. FSAGKT가 0.5인 경우 파손 시간은 약 46시간이며. 0.1과 0.3의 경우 

는 약 40시간에서 42시간이며， 수정된 모텔에서 30초와 1시간을 사용한 결 

과에서도 비슷한 시간에서 파손됨을 알 수 있다 FSAGKT가 0.1과 0.3인 경 

우는 칼랜드러아 용기가 파손될 때 원자로건물 압력이 캅자기 상승하여 원 

자로건물 파손 압력에 도달하지만. 0.5인 경우는 칼랜드러아로 연료 물질이 

재배치되지 않아 칼랜드러아 용기가 건전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처럼 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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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저압사고에서의 모델 영향 평가 

저압사고로는 원자로 출구 헤더 (ROH)에서의 냉각재 상실에 의한 대형 LOCA 

를 분석하였다. 대형 LOCA에서의 FSAGKT의 값에 따른 수소 생성량은 고압 

사고인 LOFW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며， 사고 종료 시점인 72시간에서의 총 

수소 생성량은 적게는 150kg (FSAGKT=O.l)에서 많게는 510kg (FSAGKT=0.5) 

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그림 3.3.5-9와 3.3.5-10에는 대형 LOCA에서 각 폐 

회로에서의 고정된 FSAGKT (0.1. 0.3. 0.5)와 새로운 모델 (TSAGCH=30초， 

3600초)을 사용한 경우를 서로 비쿄하였다 LOFW 사고 경위 결과와 마찬가 

지로. FSAGKT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새로운 모텔에서의 재배치 

진행시간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 새로운 모델 결과는 

FSAGKT=O.l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칼랜드러아 용기로 재배치된 연료 물질의 양은 그럼 3.3.5-11에 도시하였 

고， LOFW의 해석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 시점도 

FSAGKT 값을 0.5로 사용한 경우만 칼랜드러아 용기가 건전하며， 나머지 경 

우는 파손 시점이 40시간 전 후로 민캄도 해석 결과가 모두 비슷한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원자로건물의 압력은 그럼 3.3.5-12에 정리하였다 고정 

된 FSAGKT을 사용한 경우는 LOFW 경우처럼 원자로건물 파손을 배제한 해석 

결과로， 원자로건물 파손 압력에서의 정상적인 파손을 고려하면， FSAGKT가 

0.5인 경우 파손 시간은 약 42시간이며， 0.1과 0.3의 경우는 40시간 부큰이 

고， 수정된 모텔에서 1시간을 사용한 결과는 약 38시간에서 파손됨을 알 수 

있다. 

라. 개선모델 영향 평가 결과 

고압사고 빛 저압사고에서 FSAGKT의 값 (0.1 , 0.3 , 그러고 0.5)에 따른 결 

과와 수정 제안된 모텔에 따른 결과를 비쿄， 컴토하였다. 기존의 FSAGKT에 

0.3 이하의 낮은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는 수평연료관이 가열되어 손상되고 

칼랜드러아 용기로 재배치되지만， 0.5 이상의 높은 값을 사용하게 되면 수 

평연료관은 건전성을 유지하여 칼랜드러아 용기로 연료물질이 재배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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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따라서 칼랜드러아 용기도 건전성을 유지한다 FSAGKT 값에 따라 

수소 생성량도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큰 영향은 기본적인 사고진행의 특성 

이 서로 달라 적탕한 값에 대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재배치되는 시 간에 따른 FAGKT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재배치 특성 

시간 (TSAGCH)과 최소 FSAGKT 값 (FSAGMIN)을 도입하였다. 재배치 특성 시 

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0초부터 3600초 (1시간)의 두 경우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이전 모텔에서의 고정된 FSAGKT 값에 

따른 사고 경향과 비쿄하였다. 재배치 특성 시간에 따라 수소 생성량 빛 

사고진행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30초와 1시간의 넓은 범위에서도 사고진행 

경향은 거의 같으며，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 시점의 정량적인 값에서도 1-2 

시간 내외의 차이만 보인다. 즉， 사용자가 어떠한 재배치 특성 시간을 입 

력하여도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모두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생산한다. 또한 이 결과는 현재 기본 입력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FSAGKT=O.l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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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초)에 따른 원자로건물 압력 거동 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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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심 산화 모델 개선 

기존의 ISAAC 1. 0에서 사용하는 노심 산화모텔은 연료봉 피복재와 압력관 

내벽， 그러고 칼랜드러아관 외벽에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칼랜드러아관 

의 처침으로 칼랜드러아관이 손상되면 칼랜드러아 용기의 대기가 칼랜드러 

아관 내부로도 유입되어 산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다른 이 

유로 인해 수평연료관이 손상되면 역시 칼랜드러아관 내부로 수증기가 유입 

되어 칼랜드러아관 내벽과 압력관 외벽에서 수소가 생성된다 

사고가 진행되어 압력관이 손상되면 칼랜드러아관 내벽은 압력관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에 노출되어 산화된다. 그러나 ISAAC 1. 0에서는 산화 모텔 

은 구비되었지만 (특히 저압사고의 경우는) 수증기 유량이 너무 작아 산화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압력관 외벽에서의 산화 반응도 기존 

모텔에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ISAAC 2.0에서는 압력관 외벽과 

칼랜드러아관 내벽에서의 산화반응을 칼랜드러아관 파손 (calandria tube 

perforation) 모델과 연계하여 칼랜드러아관이 손상되는 경우 칼랜드러아 

용기 대기 중의 수중기가 칼랜드러아관 내부로 침투하여 내부 벽을 산화시 

킬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였다. 

새로운 모텔이 수소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압사고인 원자 

로 출구모관 100% 파단사고 (LLREF)와 고압사고인 증기 발생기 급수 상실사 

고 (LOFW)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LLREF의 경우 그럼 3.3.6-1부터 3.3.6-3 

에는 폐회로 1의 피복재와 압력관， 그러고 칼랜드러아관에서 생성되는 노내 

수소 생성량을， 그러고 그럼 3.3.6-4에는 폐회로 1에서의 수소생성 총량을 

개선 이전 (ISAAC 1. 0)과 이후 (ISAAC 2.0)로 구분하여 비쿄하였다. 노섬 

에서의 총 생성량은 이전 모델인 ISAAC 1. 0에서는 약 150 kg 정도이고， 새 

로이 개선된 ISAAC 2.0에서는 약 160 kg 정도 예측되었다 (LOFW에서는 두 

사고 경위 모두 약 150 kg으로 유사하게 예측되었다) ISAAC 2.0에서는 채 

널 파손으로 칼랜드러아관 내부에서 추가적인 수소가 생성되지만 연료관 조 

기 파단으로 피복재에서의 산화반응이 일찍 종결되어 전체적으로는 수소 생 

성량은 약 10kg 정도 증가한다. 또한 2.0에서는 각 폐쇄회로에서의 수소 

생성량이 유사하며， 사고 초기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다만 ISAAC 1. 0에 

서 2.0으로 개선되면서 산화모델 뿐 아니라 다른 노심손상 모델들 (압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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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음 판단 기준， 칼랜드러아관 파단 기준 동)도 일부 수정되어 여기서 언 

급되어 있는 모델만의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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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심 손상 모델 개선 

ISAAC 1. 0에서는 압력관이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늘어나 압력관과 칼랜드러 

아관의 크립 파손에 의해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고압사고에서 압력관이 국부적으로 부풀어 찢어지면 이 부분을 통해 고압의 

수증기가 칼랜드러아관 내부로 방출되며， 이 경우 압력관 국부파손에 이어 

칼랜드러아관도 동시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ISAAC 2.0에서는 새로운 모델 

변수인 IPTRUP를 도입하여 압력관 부풀음이 발생하는 동시에 칼랜드러아관 

도 파손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 

압력관 국부파손에 의한 칼랜드러아관 동시파손의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주증기발생기 급수 상실사고 (LOFW)를 대상으로 IPTRUP 값을 바무어 민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3.7-1에 정리된 것처럼 노심노출까지는 사고진행 

이 같지만 압력관이 부풀기 시착하는 시첨부터는 IPTRUP에 따라 사고진행이 

영향을 받는다 국부파손에 의한 수평연료관의 손상을 고려한 경우 

(IPTRUP=l)는 약 5.684 초 (약 1. 6시간)에 수평 연료관이 파손되어 일차계 

통 압력이 캄소하며， 이로 인해 칼랜드러아의 파손판이 손상된다. 이와 거 

의 동시에 칼랜드러아의 캄속재가 급격히 증발하여 캄속재 수위가 캅자기 

캄소하면 수평 연료관이 노출되어 노심손상이 촉진된다. 따라서 칼랜드러 아 

바닥으로의 연료물질 재배치 시점도 빨라진다. 칼랜드러아는 약 39.1시간 

에， 원자로건물은 약 39.2시간에 각각 파손된다. 고압사고에서 압력관과 

칼랜드러아관의 동시파손 모델이 도입되면 국부파손 모델이 없는 경우에 비 

하여 노심에서의 사고진행은 약 1시간 이상 빨라지고， 칼랜드러아 빛 원자 

로건물의 손상 시점은 약 30분 정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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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1 LOFW 사고경위에서의 주요 진행 비쿄표 

(단위는 초 (시간) ) 

LOFW base case LOFW with 
Major Events 

(IPTRUP=1 ) IPRTUP=O 

Reactor scram 21.6 

SG dry time 2810 (0.8) 

Core uncovery time 
f \ 4717 (1.3) 

Pressure tube/calandria tube 

simultaneous failure time 
5684 (1.6) 9789 (2.7) 

Calandria Tank rupture disc open 
5708 (1.6) 9333 (2.6) 

time 

LOCA signal time ~/ 5720 (1.6) 9803 (2.7) 

Pressurizer isolation time 5741 (1.6) 9823 (2.7) 

Fuel material relocation to holding 
7034 (2.0) 12126 (3 .4) 

bin 

Core empty time 7303 (2.0) 5806 (1.6) 

Oebris relocation onto Calandria 

tank botlom 
8061 (2.2) 12509 (3.5) 

Calandria tank failure time 140894 (39.1) 145689 (40.5) 

Containment failure time 
、

141279 (39.2) 146038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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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료물질 재배치 모델 추가 

가. 연료물질 재배치 처장장소 다차원 모델 개발 

연료 채널이 손상되어 연료 물질이 촬랜드러아 용기로 재배치될 때 칼랜드 

러아 용기 내부의 복잡한 구조로 재배치되는 연료물질의 거동에 대해서는 

상세한 모의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ISAAC에서는 칼랜드러아 용기 내 

부에 임의의 처장장소 (holding bin 또는 suspended debr‘ is bed)를 정의하 

고， 일단 이곳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재배치 조건이 만족되면 칼랜드러아 

용기 바닥으로 재배치시킨다. 기존의 ISAAC에서는 폐쇄회로 (Loop) 탕 1개 

의 재배치 처장장소를 정의하여 손상된 연료채널의 위치에 상관없이 저장하 

였지만 2.0.1에서는 처장장소를 2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즉， 칼랜드러아 용 

기 높이에 따라 최대 6개， 그러고 연료채널의 연료 다발의 재배치를 모의할 

수 있도록 축 방향 (수평방향)으로 최대 4개까지 처장 장소를 정의하였다. 

처장장소의 다차원 효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위하여 기본 경우 (Loop 1 

탕 1개의 저장장소 정의 )와 비쿄 경우 (Loop 탕 24개 저장장소 정의 )를 비 

쿄하였다. 다차원 처장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용융물이 처장장소로 이송되 

는 시점은 기본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예측되었다. 각 폐회로의 처장장소 

에 재배치된 전체 물질량을 그림 3.3.8-1과 3.3.8-2에 각각 비쿄하였는데， 

그럼에서 보듯이 사고 시작 7시간 이후에 처장장소에 남아있는 질량이 비쿄 

경우 (6x4 자장장소 정의)에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물질 이송 경 

향은 거의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LOCA에서는 다차원 모델의 

영향은 그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압사고에서의 영향 평가를 위해 LOFW를 대상으로 기본 경우와 동일한 처 

장 장소를 가정한 비쿄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럼 3.3.8-3과 3.3.8-4에는 

기본경우와 비쿄경우를 대상으로 처장 장소에 재배치된 전체 물질량을 비쿄 

하였다. 대형 LOCA사고에서처럼 두 경우 모두 유사한 물질 거동을 보여주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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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료물질 재배치 처장장소로부터의 핵분열생성불 방출모델 개발 

기존의 ISAAC 1. 0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재배치 처장장소로부터의 FP방출 

과 수평연료관이 손상 이후의 노섬에서의 FP 방출분율에 대한 모델을 ISAAC 

2.0에 반영하였다. 

새로운 변수로 도입된 일차계통으로의 방출분율 (FPPHTS). 중간 처장장소로 

부터의 FP 방출 여부 (IFPHDB). 중간 처장장소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FP 

보정계수 (FFPHDBV). 그러고 중간 처장장소로부터 방출되는 비휘발성 FP 보 

정계수 (FFPHDBNV)를 이용하여 민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새로운 모델이 

FP 방출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평연료관 손상 이후 방출 

되는 FP는 칼랜드러아로 이송되고 ( FPPHTS=O. 0) • 중간처장장소로부터의 FP 

방출을 허용하며 (IFPHDB=l) . 휘발성 빛 비휘발성 핵종이 100% 방출되고 

(FFPHDBV=l. FFPHDBNV=l) 노섬에서의 방출률 상관식을 결정하는 입력 

(FPRAT)은 -2를 사용하는 ISAAC 2.0 기본 모델과 수평 연료관이 손상된 이후 

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되는 핵종이 모두 일차계통으로 방출되고 (FPPHTS=l) . 

중간저장장소로부터의 핵종 방출이 없는 (IFPHDB=O) ISAAC 1.0 모텔과 비쿄 

하였다. 

먼저 LOCA를 대상으로 대표 핵종인 CsI의 방출 거동을 그럼 3.3.8-5와 

3.3.8-6에 비쿄하였다 ISAAC 2.0에서는 Loop 1과 Loop2 에 각각 약 16%와 

12%가 부착되며， 칼랜드러아에는 약 9%정도 머물다가 칼랜드러아가 파손되 

는 약 39.5시간에는 원자로건물로 이송된다. 원자로건물에는 약 70% 정도 

가 이송되어 일부는 부착된 상태로， 일부는 공기 중에 머물게 된다 ISAAC 

1. 0의 경우는 수평 연료관 손상 이후 방출되는 핵종도 일차계통으로 이송되 

어 Loop 1과 Loop 2에 각각 24%와 22% 정도 부착되며， 중간 처장 장소에서 

의 FP 방출을 허용하지 않아 용융물에 남아있는 핵종들이 여전히 칼랜드러 

아에 남게 되어 칼랜드러아가 손상되는 약 36시간까지 약 36% 정도 유지하 

다가 그 이후 원자로건물로 이송된다. 원자로건물에서의 CsI 분율은 약 

54% 정도이다 

고압사고인 LOFW에서도 동일한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그림 

3.3.8-7과 3.3.8-8에 수록하였다 ISAAC 2.0의 경우에서는 Loop 1과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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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각각 약 16%씩 부착되 며 , 칼랜드러 아에는 파손 전까지 약 8% , 그러고 

원자로건물에는 최종 약 68% 정도 머물게 된다. 수평연료관 파단 이후 방 

출되는 핵종들을 칼랜드러아 대신 일차계통으로 방출하는 ISAAC 1. 0의 경우 

는 Loop 1과 Loop 2에 각각 약 24% , 칼랜드러아에는 약 40% 가까이 부착된 

다. 

이 두 모델을 비쿄해보면 ISAAC 2 ， 0에서는 처장장소에 모인 연료물질로부터 

의 핵종 방출이 모의되고 이 핵종이 칼랜드러아를 거쳐 원자로건물로 이송 

되므로 칼랜드러아에서의 분율은 낮고 원자로건물에서의 분율이 높게 된다. 

또 다른 차이는 일차계통 내부에 부착되는 핵종의 분율로， ISAAC 2 ， 0에서는 

연료관 파단이후 칼랜드러아로 방출되는 반면 ISAAC 1 ， 0은 일차계통을 거쳐 

방출되므로 Loop 1과 Loop 2에 부착되는 분율이 ISAAC 2.0이 상대적으로 낮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모텔에서 칼랜드러아 파손 시간이 약 4시간 정 

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중간처장장소로부터의 핵종 방출이 모의되는 ISAAC 

2.0의 경우 칼랜드러아 바닥에 재배치된 연료물질의 붕괴열이 ISAAC 1. 0에 

서 예측하는 붕괴 열보다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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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기폭발 모델 

CANDU 원전에서는 수평연료관이 손상됨에 따라 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된 노심 

용융물이 칼랜드러아 용기 내부에서 캄속재와 접촉할 때와， 칼랜드러아 용 

기 손상 후 연료물질이 칼랜드러아 볼트로 이송되면서 그 곳의 냉각수와 접 

촉하면서 증기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칼랜드러아 용기내부에서의 

증기폭발은 캄속재 수위 저하로 수평연료관이 노출되면서 점진적으로 재배 

치되어 캄속재와 반응하므로 폭발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급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ISAAC에서는 고려하지 않 

고 있다. 하지만， 칼랜드러아 용기가 손상되는 경우는 탱크 바닥에 고인 

용융물들이 칼랜드러아볼트의 냉각수와 반응하면서 증기폭발의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증기폭발의 가능성을 모의하고 있다. 기존의 ISAAC 1. 0 

에서는 부프로그램인 EXVIN에서 증기폭발 현상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용융물이 냉각수와 접촉하는 경우 발생되는 증기 발생량 

예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반응에 참가하는 용융물의 양과 온도， 

그러고 칼랜드러아볼트의 냉각수 량으로부터 증기폭발의 가능성을 타진하 

며，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 때 발생되는 수증기랑을 계산하여 원자로건물의 

압력을 예측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enry & Fauske의 모델을 이용하여 증기폭발 발생 조 

건， 증기폭발 반응지역 정의， 증기폭발에 참여하는 용융불량 예측， 용융불 

파쇄에 따른 주변 냉각수로의 열전달량 예측， 변환률 계산， 증기폭발 동안 

에 방출되는 에너지 빛 증기 발생량 계산， 그러고 증기폭발에서의 변위속도 

에 의한 압력 증가량을 예측하도록 부프로그램인 STMEXP를 개발하여. ISAAC 

1. 0의 EXVIN을 대체하였다. 증기폭발 모델 추가와 관련하여 PCUTOF (증기 

폭발 발생 가능 최소 압력값 1 MPa). TEXINT (증기폭발 지속시간 0.001 

초). TDSTEX (연속적인 증기폭발 시간 간격 106 초 ). 그러고 XRSP (증기폭 

발 동안의 입자 평균 크기 0.2 mm) 등을 새로이 입력변수에 도입하였다. 

칼랜드러아볼트에서의 증기폭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칼랜드러아 용기 외 

벽에서의 열전달량 (QCHF)을 인위적으로 바무어가며 칼랜드러아 용기의 파 

손 시점에서의 증기폭발 발생 여부와 그 때의 증기폭발에 참여한 용융불 

량， 변환률， 증기발생량， 그러고 첨두압력을 계산하여 표 3.3.9-1에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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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ISAAC에서의 증기폭발 모텔은 FITSB와 KROTOS 실험결과와 비쿄하여 일반적 

으로 보수적 인 변환률과 첨두압력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그 컴증 대상이 

산화알루미늄이나 산화칠과 냉각수와의 반응으로， 실제 코리움을 사용하는 

KROTOS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일어나지 않아 직접적인 비쿄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TROI 실험결과와의 비쿄를 

통해 변환률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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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랜드러아 외벽의 열전탈 조건에 따른 증기폭발 민캄도 계산 표 3.3.9-1 

칼랜E리아 
증기폭발 

QCHF 증기폭발 참여 증기발생률 첨두압력 
탱크 손상시점 변환률 

(MW/m2
) 여부 용융불량 (kg/sec) (MPa) 

(초) 
(kg) 

27463 
0.001 no 0 0 0 0 

(7.6 시간) 
27572 

0.005 no 0 0 0 0 
(7.7 시간) 

28236 
0.006 yes 

(7.8 시간) 
16.27 0.01516 75.8 20.84 

28403 
0.008 yes 

(7.9 시간) 
14.05 0.01521 64.61 17.53 

29012 
0.01 yes 

(8.1 시간) 
18.41 0.01516 86.37 22.36 

41735 
0.1 yes 

(11. 6 시간) 
10.3 0.01503 50.19 15.25 

140138 
1 yes 13. 76 0.0146 86.21 8.44 

(38.9시간) 

l 

imA 

l 



10. 핵분열생성불 방출 모델 

가. 개발 방법 빛 모델 특성 

휘발성 빛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노심방출 모델 분석은 ISAAC 1. 0 코드 

의 기존 모델 (즉. NUREG-0772모델(1981) +Kelly상관식(1984 ) 빛 IDCOR모델 

(1983) +Kelly상관식)에 대하여 앞 부분 (3.3.8면)에서 기술되었다. 이러한 

기존 모텔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것으로 여타 최신코드 (예 MAAP 4.0.3. 

MELCOR 1. 8.5)에서는 1990년대에 개발된 CORSOR-M/-BOOTH (SNL. 1990) 

[25]. CORSOR-O (ORLN. 1995) [26] 빛 ORNL-BOOTH (ORNL. 1995) [26] 개선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모텔은 1985년에 BMI에서 개발된 CORSOR 

모델 (다양한 방사성 핵종군에 대해 실험에 기초한 방출상수를 이용하여 온 

도영역별로 방출분율 모의)에서 출발하여 식의 형태 빛 방출 (또는 확산)상 

수를 갱신해 온 것이다. 특히 CORSOR-O 빛 ORNL-BOOTH 모텔은 ORNL에서 개 

발된 최신모델로， 증기압(Cs) 자료를 개선한 ORNL-BOOTH 모텔은 최큰 

(2003) 국제적인 핵연료 거동실험인 FPT-1 해석에 최척의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RSOR-M/CORSOR-O/ORNL-BOOTH 모텔 및 혼합모 

델 (CORSOR-M( 휘발성 핵종) + CORSOR-O(비휘발성 핵종) )을 새로운 모델로 

추가하는 코드개선 작엄을 수행하였다 

ISAAC 2.0 코드에 추가된 노심 방출 모텔은 PWR의 MAAP4 코드를 참조하였으 

며 FAI (Fauske & Associates. Inc.)와의 공동작엄에 의해 최큰에 개선되었 

다. 이러한 노심방출 모델의 개선 빛 평가는 기존 빛 새로운 모델/옵션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시 비선택 모델과의 결과차이 빛 불확실 정도를 예측하 

게 해주며 향상된 새 모텔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주어 여타코드 

와의 비쿄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 CORSOR-M 관계식 모델 

ISAAC 2.0 코드의 CORSOR 모텔은 Kelly 관계식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Arrhenius 형태의 방출식을 사용한다. 

k(T) = Ko e( -Q/RT) (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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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T)는 온도 T [Kel vin] 에서의 방출분율 [분 1] 이고. R은 우주기채 

상수 (= 1. 987E-3 kcal!mol. K) 이며， 방출상수인 K。 빛 방사화 에너지 

(act i vation energy) Q의 단위는 각각 [분끼 빛 [kcal!mol] 로써 아래의 

〈표 3.3.10-1>에 상수값 [25] 이 제시 되 어 있다 

표 3.3.10-1 CORSOR-M 방출율 상수 

핵분열 생성불 Ko [분 1] Q [kca l!mole] 

Nobles 2.E5 63.8 

CsI 집 2.E5 63.8 

Te02 O. 0 

SrO 2. 95E5 100.2 

Mo02 O. 0 
t 、

CsOH / 2.E5 63.8 
4 

BaO 2. 95E5 100.2 

La203 O. O. 

Ce02 
、↑

2. 67E8 188.2 

Sb ‘~‘ 2.E5 ~ .. 63.8 

Te2 2.E5 63.8 

U02 O. 0 

ISAAC 2.0 에서 사용된 CORSOR 모텔은 구조변화 또는 표면적 대 체적비 

(surface to volume ratio)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기본 모델이다. 또한 

원래 모텔에서는 Sr 빛 Sb 핵종에 대한 방출관계식이 없다. 그러나 본 모텔 

에서는 NUREG-1465 [27] 에서 언급된 개정 핵종군에 기초하여 Sr 핵종의 방 

출율로 Ba 핵종의 방출율이 사용되고. Sb 핵종의 방출율로 Te 핵종의 방출 

율이 사용되 었다. 본 모텔은 NUREG-0772 모델과 동일하게 Te 핵종의 미 방출 

(Te 핵종은 Zr의 산화율이 70-90% 이하에서 피복재에 Telluride로서 묶여 

방출되지 않을 수 있다)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한면， 여타 관계식과 마찬 

가지로 U02의 방출율은 무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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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SOR-O 관계식 모델 

ISAAC 2.0 코드의 CORSOR 모텔은 Kelly 빛 CORSOR 관계식과 형태가 비슷하 

며 ORNL 에서 개발된 최신의 방출 모델이다 본 모텔은 다양한 실험에서 제 

공된 광범위한 핵분열생성불 방출자료에 기초하며， 다음과 같은 방출식을 

사용한다. 

k(T) = Ck Ko e(-Q/RT) (3.3.10-2) 

여기서 k(T)는 온도 T [Kelvin] 에서의 방출분율 [분 1] 이고 Ck 은 방출율 

배율상수 (mult iplier) 이며， 방출상수인 K。 빛 방사화 에너지 Q의 단위는 

각각 [분-1] 빛 [kca l!mol] 이다. Kr 빛 Cs 핵종 (참조문헌 [26] 에 언급된대 

로， 중대사고시 Kr 빛 Cs 핵종의 방출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에 대한 K。

값은 12.000 [분 1] 이며， 방사화에너지 Q는 온도 빛 핵종에 관계없이 55 

kca l!mol 이 사용된다 각 핵종별로 각기 다른 방출율 배율상수 Ck가 사용 
되는데 Kr 핵종에 대한 방출분율에 대한 비율로서 아래처럼 정의되며 실험 

데이타를 알맞게 모의하도록 ORNL에 의해 값이 선정되었다 [261. 

kKr (T) = Ko e(-Q/RT) 

k(T) = Ck kKr (T) 

(3.3.10-3) 

(3.3.10-4) 

특정 원소에 대해 Ck 값은 핵연료 연소도 (fuel burnup rate). 환원 또는 

산화 핵연료 (reduced fuel or oxidized fuel) 조건， 빛 피복재 산화정도에 

따라 다르다. 환원 핵연료 조건은 수소 분압이 수증기 분압보다 높은 수증 

기 고칼 환경에서 발생한다 Osetek [28] 에 의해 언급되었듯이， 환원조건은 

지속적인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피복재 산화를 위한 수증기가 요구된다는 측 

면에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국부적으로 또는 짧은 시간동안만 예상된 

다. ISAAC 2.0 코드에서 각 핵종군(ik)에 대한 두 가지 배율상수 즉， 초기 

핵연료 또는 산화핵연료 조건에 대한 상수 FCOR01 (ik). 빛 환원 핵연료 조 

건에 대한 상수 FCOR02(i k)가 입력변수로 사용된다. 주어진 노심노드에 대 

해 기체 유동중 수소량 (몰비 ). 삶가 매 시간간격 (timestep)에서 계산되어 

실제 배율상수는 수소량 100%는 환원 핵연료 조건이며 수소량 0%는 초기핵 

연료 또는 산화핵연료 조건으로 가쩡하에 수소량에 기초하여 직선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으로 다음처 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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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ik) = (1. EO-fH2 )':<FCOR01 (ik) + fHα':<FCOR02( ik) (3.3.10-5) 

다음의 〈표 3.3.10-2>는 초기 또는 산화핵연료 조건 빛 환원 핵연료 조건에 

대한 방출율 배율상수를 ISAAC 2.0 핵종군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표 3.3.10-2 CORSOR-O 방출율 배율상수 

핵종군 
초기 또는 산화핵연료 조건 

환원 핵연료 조건 (FCOR02) 
(FCOR01) 

Nobles 1. 0 1. 0 

CsI 0.8 r 0.8 

Te02 0.0 0.0 

SrO 0.01 0.1 

Mo02 0.25 - 0.01 

CsOH 1. 0 ,," "<.ι 1. 0 

BaO 0.02 ‘、 0.2 

‘ La203 ‘ 0.0002 0.0002 

Ce02 \ 0.0002 f 
i、

0.002 

/~ Sb 0.5 
/ 

0.02 

Te2 0.8 \- ~ 0.02 

U02 0.0 
"r 

0.0 “ 
(3) ORNL-BOOTH 관계식 모델 

ISAAC 2.0 코드의 ORNL-BOOTH 모텔은 ORNL 에서 고전적 인 단일 원자 확산방 

정식과 광범위한 핵분열생성불 방출자료에 기초한 확산상수 (diffus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개발된 최신의 확산 방출 모델이다. 본 모델의 

확산상수는 다음처럼 정의된다. 

D DoRDε (옳) (3.3.10-6) 

여기서 

D = 확산상수 [cm
2
/s l. 

Do = 배율상수 [cm
2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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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 

T 

RD = 

방사화 에너지 [ cal!mol l. 
우주기채상수 (= 1. 987 , ca l!mol' K), 

온도 [K l. 그러고 
확산상수에 대한 각 원소별 상대적 배율상수이다. 

위에서 Do 값은 O O1 cm2/s 이고 Q 값은 91 , 000 cal!mol 이다 CORSOR-O 배 

율상수 ( Ck )와 마찬가지로 본 모텔에서는 확산상수에 대한 각 핵종군별 상 

대적 배율상수 ( RD )가 사용되고， 산화 또는 환원 핵연료 조건 빛 피복재 산 

화정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점도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계산식이 사용된다. 

RD(ik) = (1. EO-fH2 )':<FCOR01 (ik) + fHα':<FCOR02( ik) (3.3.10-7) 

입력변수 FORNL1(i k)는 초기 또는 산화핵연료 조건 (fH2=0)에 대한 상수이고 

FORNL2(ik)는 환원핵연료 조건 ( f H2=1 )에 대한 상수인데， <표 3.3.10-3>은 

ISAAC 2.0 핵종군에 대한 상수값 (<표 3.3.10-2>의 FCOR01/ FCOR02 값의 제 

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10-30RNL-BOOTH 확산상수에 대한 각 원소별 상대적 배율상수 

핵종군 
초기 또는 산화핵연료 조건 

환원 핵연료 조건 (FCOR02) 
(FCOR01) 

Nobles 1. 0 1. 0 
r 

CsI 0.64 0.64 

Te02 0.0 0.0 

SrO 1. 0 x 10-4 ‘‘ 0.01 

Mo02 0.0625 1. 0 x 10-4 

CsOH 1. 0 1. 0 

BaO 4.0 x 10-4 0.04 

La203 4.0 x 10-8 4.0 x 10-8 

Ce02 4.0 x 10-8 4.0 x 10-6 

Sb 0.25 4.0 x 10-4 

Te2 0.64 4.0 x 10-4 

U0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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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확산상수 값이 결정되면 방출분 (release fraction)을 구하게 되 

는데， 방출분이 낮을 때 (즉， Dt/a2 드 0 ， 1547)는 다음식이 사용된다 

F ~ 6앓 3양 

여기서， 

F = 방출분， 

D = 식 (3 ， 3 ， 10-6)의 확산상수 [cm2/s l, 

t = 시간 [5 1. 그러고 

(3 , 3, 10-8) 

a = 입자의 초기 측정반경 (measured ini tial grain radius ), [cml , 

방출분이 높을 때 (즉， Dt!a
2 > 0 ， 1547)는 다음식이 사용된다. 

~ 1 쫓xp [쫓] (3 , 3 , 10-9) 

계산에서 사용되는 입자의 초기 반경 ( a)은 사용자 입력변수 XGRAIN (= 

6.Ox10 6m , ISAAC parameter 파일에 존재)이며， 방출분율 (release fraction 

rate ), f는 방출분을 이용하여 다음처럼 계산된다. 

f (l!sec) = (F(t+ L'-. t) - F(t)) / L'-. t (3 , 3 , 10-10) 

나. 개발 모델 영향 평가 

ISAAC 2, 0 코드의 개선 노심방출 모델로서， 확산상수 데이타가 향상된 1990 

년대 최신 모델인 CORSOR-M, CORSOR-O, ORNL-BOOTH 모델의 방출율을 계산하 

여 기존모델과 결과를 비쿄하였다. 즉， ISAAC 2, 0 코드의 노심방출 모델 빛 

옵션을 이용하여 분석된 8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우 1, CORSOR-M , 포화증기압 제한 안함 (LO-CM+) 

경우 2, CORSOR-M , 포화증기압 제한 (LO-CM-) 

경우 3, CORSOR-O , 포화증기압 제한 안함 (L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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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 CORSOR-O. 포화증기압 제한 (LO-CO-) 

경우 5. ORNL-Booth. 포화증기압 제한 안함 (LO-OB+) 

경우 6. ORNL-Booth. 포화증기압 제한 (LO-OB-) 

경우 7. CORSOR-M!O. 포화증기압 제한 안함 (LO-CM/O+) 

경우 8. CORSOR-M!O. 포화증기 압 제한 (LO-CMlO- ) 

참조사고는 기존 모델의 분석 경우 (3.2.8면 참조)와 동일하며， 월성 2/3/4 

호기 참조사고에 대한 ISAAC 입력파일은 기술보고서 [19] 의 〈표 3.1> 빛 

〈표 3.2>을 참조하고 참조사고시 상세 사고진행 빛 열수력 해석결과는 기술 

보고서 [13]를 참조하면 된다. 노심으로부터 추적되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은 Xe. CsI. Te. 빛 CsOH 핵종군 여가지)이고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Sr. 

Mo. Ba. La. Ce 빛 Sb 핵종군 (6가지 )이다. 

분석결과， 불활성 가스 (Xe)는 모든 모텔에서 대부분 방출되었다. 휘발성핵 

종 (<그럼 3.3.10-1>은 CsI만 나타냄)에서 조기방출량은 CORSOR-M 모델 

(CsI 핵종) 빛 ORNL-B (Te 핵종)이 많았으나 다량의 방출이 발생하는 후기 

방출은 비슷하여 계산종료시 (사고후 3일)의 방출분율은 대부분의 모텔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단. IDCOR 모델의 경우， 여타 모텔에 비해 휘발성 핵종 

의 조기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비휘발성 핵종 (<그럼 3.3.10-2>은 Ce02만 나타냄)에서는 전체적 

으로 ORNL-B > CORSOR-M > CORSOR-O ( 또는 CORSOR-M!O) 순으로 방출분율이 

높았으며， 기존모텔은 CORSOR-O (또는 CORSOR-M!O) 모델과 비휘발성 핵종의 

방출정도가 유사했다. 이는 ”비휘 발성 핵종의 방출에 있어 CORSOR-O 모델이 

가장 보수적이므로 이의 사용을 추천한다 (이는 ORNL-Booth 모델이 추가되 

기 이전의 언급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ISAAC 코드 사용설명서의 내용과 배 

치되며 본 계산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ORNL-Booth 모델이 가장 보수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정도는 각 핵종의 

특성 (증기압， 용융점등). 방출환경 (수증기량， 산화정도동) 빛 모델특성과 

같은 종합적인 차이에 기인하므로 본 연구결과만 가지고는 속단하기 어렵 

다. 또한 초기 재고량이 아주 작은 (1.344x10-4 kg) Sb 핵종 (<그림 

3.3.10-3> 참조)의 결과를 제외하면 CORSOR 모델간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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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쿄코드인 MELCOR 코드의 계산결과， 휘발성 핵종 빛 일 

부 비휘 발성 핵종 (Mo , Ru)의 경우 ORNL-Booth 모델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추천되고 있는 최큰 관점 빛 본 연구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기본선택 모델 

로서 CORSOR-M 모델이 아닌 ORNL-Booth 모델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한면， 

포화증기밀도 제한옵션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방출분율이 작아지며 (제 

한이 없는 경우의 일부 조기방출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특히 Mo 핵종 (<그 

럼 3 , 3 , 10-4> 참조)의 방출이 아주 작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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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오드 화학 모델 

가. 개발 방법 빛 모델 특성 

본 연구의 배경 빛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요오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툴 

리/화학적 특성과 연관된 방사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 원자력 산엄계에 

서 30년 이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조사된 핵연료내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고량 

- 노심손상 사고시 높은 방출율 

저온에서의 고휘발도 

또한， 최큰 국제적으로 CSNI 지원 ISP-4l!46을 통하여 요오드의 거동에 대 

한 최신연구를 반영한 분석도구의 개발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2003년 

부터 카나다의 UWO (Universi ty of Western Ontario. Dr. J. C. Wren) 빛 

AECL (Chalk River Lab .. Dr. J.M.Ball)이 주축이 되고 원자력관련국 (미국 

/독일/프랑스/스위스/체코동)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센타 (International 

Center of Excellence on Containment Iodine Chemistry and Fission 

Product Behavior)의 설립이 OECD 공동연구과제 (Joint Research Project) 

로 추진되고 있다 [29 ],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위원소로서의 이용 측면을 제 

외하고는 거의 연구가 전무했다. 따라서 중대사고시 요오드 거동에 대한 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PWR의 MAAP4.0.5 코드를 참조하고 FAI와의 공동작엄에 의 

해 개발된 요오드 화학 모델이 ISAAC 2.0 전산 코드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내 요오드 

(Iodine)의 툴리 화학적 (physio-chemical) 빛 방사학적 (radiological) 거 

동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요오드 화학 모델을 이해하고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내 요오드의 다양한 화학적 형태 빛 농도 변화를 평 

가하며 더 나아가 요오드 관련 일반 문제점 파악 빛 해결방안 제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되는 요오드 화학 개발모텔은 

중수로 중대사고 관리전략의 일환인 ”핵분열 생성불 방출 제어” 전략 수립 

에 필요한 계산에 이용될 예정이며， 요오드 화학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여 

타코드 (예 MELCOR 코드)와의 비쿄도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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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 모델 영향 평가 

1SAAC 코드는 핵분열 생성물을 모두 13개 군 (1: Nobles , 2: Cs1+Rb1 , 3: 

TeOz , 4: SrO , 5: MoOz, 6: CsOH+RbOH , 7: BaO , 8: LaZ03+PrZ03+Ndz03+SmZ03 

+YZ03, 9: C능Oz ， 10: Sb , 11: Tez , 12: UOz+NpOz+PuOz , 13: Tritium)으로 분류 

하여 평가하며，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요오드는 2번 군으로 정의된다. 구 

체적으로 2번 군은 요오드의 비유기 화합불 (inorganic compound)로 정의되 

며 1SAAC 코드는 이를 Cs1 빛 Rb1 화합물로만 대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의상 2번 군 전체를 Cs1 핵종 한가지로 대표하였다 (관련 입력 FCS1 = 

1. 0) , 따라서 Cs1 핵종을 제외한 여타 형태 (유기 화합불 빛 다양한 상태 

포함)의 요오드 화합불 (예 12/ r / I03 -/CH31 /CH3/H01 / Ag1 둥둥)의 거동에 대 

해서는 기존 모델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개발한 요오드 화학 모델을 이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SAAC 코드에서 요오드 화학 모델의 작동을 지시하는 제어입력은 "IIODIN" 

이며， 기본값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입력값으로 "1 "을 부여하면 작동된 

다. 더불어 자동사건모드 (automatic event f1ag)는 100번이 사용되며 Cs1 

화합물이 존재하면 (즉，원자로건물내 모든 형태 (기체+에어로졸+열구조불부 

착)의 Cs1 질량 > l. E-6 kg) 사건모드가 자동으로 시작되어 (I EVNT (1 00 )=1) 

요오드 화학 모델이 동착한다 

분석결과로서， 원하는 화합물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탕 화합물의 다 

양한 화학반응시의 반응율을 계산하여 종합하면 된다. 이러한 반응율의 계 

산에는 온도의 함수로서 각 화학반응에 대한 동력학 상수의 계산이 선행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온도 298, 15 K 에서의 초기 반응상수 빛 활성화 에 

너지 가 각 화학반응에 대하여 입 력으로 필요하다， 1SAAC 코드의 요오드 화 

학 모텔에서 모의하고 있는 화학반응을 포함한 상세한 화학동력학 빛 다양 

한 화학반응시의 1SAAC 2, 0 코드의 입력변수 (초기 반응상수 빛 활성화 에 

너지) 빛 반응율 계산방식은 기술보고서 [30]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화학반응시의 주위환경 (예· 해탕 화합물의 반응전 농도， 냉각수초의 pH)에 

따른 초기 반응상수의 추천값 또는 추천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코드의 기본 

값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값 (well-known and best-estimated values)을 사용 

하고 있으며 추후 초기 반응상수에 대한 이해 빛 지식이 높아지면 민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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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값에 대한 결과만을 분 

석하였다. 

요오드 화학 모텔은 화학적 동력학 (chemical kinetics) 계산을 수행하여 

수용상태 (aqueous phase)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요오드 변화 빛 유기페인트 

벽체 (organic-painted walls) 빛 기채상태 (gaseous phase)와의 상호작용 

을 추적한다. 이 중 유기페인트 벽체는 냉각수조내의 요오드와 반응하며 

(대기중의 요오드와의 반응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원자로건물내 분산된 

열 구조불 (heat sink)에 대해 유기페인트로 코팅된 내부표면 (원자로건물 

내부를 향한 표면으로 유기페인트 코팅시 IPAIN1(구조불 번호) 입력변수의 

값으로 "1 "을 부여) 또는 외부표면 (원자로건물 외부를 향한 표면으로 유기 

페인트 코팅시 IPAIN2(구조불 번호) 입력변수의 값으로 "1"을 부여)으로 정 

의된다. ISAAC 입력에서는 최대 2007R의 내부 빛 외부표면으로서 유기페인 

트 벽체가 정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일부 벽체를 유기페인트 벽체로 

정의하여 영향을 평가하였다 한면， 기채상태와의 상호작용은 수용상태 빛 

기채상태간의 질량전달 (mass trans fer‘)을 의미한다. 요오드 화학 모텔에서 

고려하는 화학반응은 13가지이며， 이중 9가지는 수용상태에서 순방향 

( forward) 빛 역 방향 (backward)의 동종반응 (homogeneous reactions)이고， 

3가지는 수용상태에서의 이종반응 (heterogeneous reactions)이며. 1가지는 

기채상태에서의 이종반응이다 

참조사고는 기존 모델의 분석 경우 (3.2.8면 참조)와 동일하며， 월성 2/3/4 

호기 참조사고에 대한 ISAAC 입력파일은 기술보고서 [30] 의 〈표 3.2>을 참 

조하고 참조사고시 상세 사고진행 빛 열수력 해석결과는 기술보고서 [13]를 

참조하면 된다. 사고모의시 노심방출 모텔은 최신모델 (ORNL-Booth. 포화증 

기압 제한 안함)을 사용하였고 원자로건물의 노드화 계획 (Nodalization 

Scheme)에서는 127R의 노드와 27개의 열구조물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30] 의 〈표 3.4> 참조) . 모의 발전소의 원자로건물 파손압력은 419 kPa(g) 

로 가정되었으며 계산종료시 (3일)까지 원자로건물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 

다. 

결과로서， 극한의 보수성으로 가정된 대형냉각재상실사고 계산결과에서 우 

선 CsI 화합불 (초기량 = 약 1. 3kg)의 위치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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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핵연료관 내부 (노심용융불)， 핵연료관외부 (노심용융불)， 파단폐회로 

내부， 건전폐회로 내부， 칼랜드러아 용기 내부 (노심용융불)， 빛 원자로건 

물 내부 (칼랜드러아 볼트 포함， 노심용융불pool 내부 (=포획) 빛 외부 (= 

방출， 원자로건물 대기/열구조불/냉각수조에 존재) )의 CsI (초기량에 대한) 

분율을 〈그럼 3.3.11-1>에 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핵연료관 내부의 핵연 

료는 용융 빛 핵연료관의 파손에 따라 10시간 이내에 거의 모두 칼랜드러아 

용기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노심용융불내 CsI는 약 22%가 칼랜드러아 용기 

로 이송되고 (이송량은 사용자 노심방출 선택모델 옵션에 따라 크게 다르며 

[ 19]. 본 연구에서는 최신모델 (ORNL-Booth. 포화증기압 제한 안함)을 사 

용) 방출된 CsI는 파단 빛 건전 폐회로 내부에 32% 빛 28%의 CsI가 잔류한 

다. 칼랜드러아 용기로 이송된 CsI는 노심용융불 내부에 존재하며 칼랜드러 

아 용기 파손시 원자로건물 (즉， 칼랜드러아 볼트)로 전부 이송되어 칼랜드 

러아 용기 내부에는 잔류량이 거의 없다. 한면， 원자로건물 내부에는 냉각 

재 파단부위를 통해 사고초기에 누출된 (사용자 옵션에 따라 다름) 약 16% 

의 CsI가 존재하며 〈그럼 3.3.11-1>에서 알 수 있듯이 MCCI 반응시작후 급 

격히 증가한다. 즉， 사고가 진행되어 칼랜드러아 볼트내에서 MCCI 반응이 

시작되면 노심용융물 내부 (22%)의 CsI는 급격히 방출되어 사고시작후 50여 

시간에는 원자로건물 방출량 (= 격납건물 대기/열구조불/냉각수조에 존재) 

과 노심용융불 내부의 CsI 양이 거의 비숫해진다 이후 원자로건물 방출량 

늘고 노심용융불 내부의 양은 줄어 사고시작 3일후에는 원자로컨불 방출량 

은 약 26.8%가 칼랜드러아 볼트내 노심용융불 내부에는 약 12%의 CsI가 잔 

류한다 

다음으로， 요오드 화학 모델을 작동 (I IODIN=1 )시， 원자로건물 방출량중 격 

납건물 대기 (= TMFPWB/TMFPWBB). 열구조불 (= TMFPH) 빛 냉각수조 (= 

TMFPRB)에 존재하는 CsI의 양을 분리.추적하여. <그럼 3.3.11-2>에 표시하 

였다. 대부분의 원자로건물 방출량은 냉각수조 (원자로건물 각 지역의 불방 

울 (water droplet)도 포함)에 존재하여 사고후 72시간에는 최대값인 25% 

정도였고， 열구조물에 존재하는 양은 시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여 사고후 

72시간에는 최대값인 1. 5% 정도였다. 원자로건물 대기에는 사고초기 최대 

9% 정도 존재하나 냉각수조 빛 열구조물에 침척하여 사고 20시간후에는 거 

의 존재량이 없다가 MCCI 반응이 시작되는 사고시작후 48시간경에 다시 노 

심용융불 내부에서 5시간이상 활발히 후기방출이 일어나 사고시작후 53시간 

- 168 -



경에 최대 2.5% 정도의 값을 보이고 이후 캄소하여 사고후 72시간에는 거의 

존재량이 없었다. 한면， 원자로건물 실패시 외부환경으로의 방출량은 원자 

로건물의 대기내의 핵분열 생성물의 양에 비례하므로 원자로건물 대기내 농 

도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요오드 화학 모델 비작동 (I IODIN=û. TMFPWBB) 경우에 대한 비쿄 

계산을 수행하여 〈그럼 3.3.11-3>에 표시하였다. 본 모델의 요오드 공급원 

(source)은 원자로건물 방출량중 냉각수조 (원자로건물 각 지역의 불방울 

(water droplet)도 포함)내 CsI 존재량이며 (FTMFPWB 그림변수 참조). 모델 

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요오드 공급원 (FTMFPWBB 그럼변수 참조)이 없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면 모델 작동 빛 비작동의 경우 모두 CsI의 원자로 

건물로의 총 방출량 빛 원자로건물 대기/열구조불/냉각수조별 존재량은 동 

일한데， 이는 요오드 화학 모델이 냉각수조내 CsI를 요오드의 공급원으로는 

사용하나 계산결과를 CsI 화합불 (또논 핵분열 생성불)의 농도계산에 퀘환 

시키지 (feedback) 않아 원자로건물내 위치별 CsI의 분포(분율)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핵분열생성불 계산모텔은 요오드 화학 모델과 독 

립적으로 작동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수용상태에서 대기로 재방출되는 모든 

형태의 요오드 화합물은 전부 다시 CsI로 변환된다는 가정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가정의 오류여부는 추후 MELCOR 코드결과와의 비쿄 및 원자로건물 

대기중 요오드의 존재 형태등에 대한 연구와 비쿄하여 판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오드 화학모델 작동의 경우， 다음의 11가지 요오드 화합물의 

변화를 〈그림 3.3.11-4>에서 보였다. 

지표번호 화학족 상태 

1 Iz 수용 

2 I 수용 

3 I03 수용 

4 CH31 수용 

5 CH3 수용 

6 HOI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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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g 수용 

8 Ag1 수용 

9 12 기체 

10 CH31 기체 

11 Iz 벽체에 흡착 

그럼에서 가장 많은 양인 약 135kg 정도 존재하는 수용상태의 CH3(5번) 양 

(쾌1CCH3W)은 사고발생 약 40시간후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과 동시에 배출된 

노심용융물이 칼랜드러아 볼트 냉각수를 증발시켜 칼랜드러아 볼트 냉각수 

에 포함된 CH3가 기채상태로 변화하면 (<그럼 3.3.11-5> 참조) 이에 비례하 

여 원자로건물내 (칼랜드러아 볼트 포함)에서 약 20% (=25kg)정도 캄소하는 

모습을보인다. 

다음으로， 약 50시간경 CC1 발생전까지 약 O.lkg 정도 존재하는 수용상태의 

r( 2번) 양 (=M1C1MW)은 CC1 발생후 수용상태의 Cs1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 

종료시 (3일)까지 계속 증가하여 약 0.16kg의 최대치를 보이며， 이는 〈그럼 

3.3.11-2>의 수용상태의 Cs1 양의 변화 모습과 일치한다 사고 3일후 시점 

에서 수용상태의 Cs1 양의 최대치는 초기량 (약 1. 3kg)의 약 25%에 해탕하 

며 r( 2번)의 최대치 역시 요오드 (I) 초기량의 약 25%에 해탕한다. 

다음으로， 수용상태의 I03-(3번) (쾌1CI03MW) 빛 H01 (6번) (=M1CH01W)는 서 

로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두 화합물의 양은 사고 3일후 시점에서 약 

1. 2E-3 정도의 최대치를 비슷하게 보이지만 H01의 증가 빛 감소 폭이 크고 

선행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수용상태의 CH31 (4번) (=M1CCH31W) 빛 기채상태의 CH31 (10번) 

(쾌1CCH31G)도 상호 변환된다 또한 수용상태의 CH31 (4번)는 다양한 반응 

에 의해 생성 빛 소멸된다 〈그럼 3.3.11-6>은 이러한 반응 결과 기채상태 

의 CH31 (1 0번)은 약 55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후 2E-5 정도의 최대치를 

가지고 이후 서서히 캄소하며， 수용상태의 CH31 (4번)는 약 48시간에 1E-5 

최대치를 가지며 이후 급격히 캄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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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용상태의 Iz (1 번) (=M1C12W) 빛 기채상태의 Iz (9번) 

(쾌1C12G) 역시 상호 변환된다. 또한 수용상태의 Iz (1 번)는 다양한 반응에 

의해 생성 빛 소멸된다. <그럼 3.3.11-7>은 이러한 반응 결과 기채상태의 

Iz (9번)은 약 55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후 약 7.5E-6 정도로 계산종료시 

까지 유지되며， 수용상태의 Iz(1번)는 약 48시간에 약 2.2E-5 정도의 최대 

치를 가지며 이후 급격히 캄소했다가 약 55시간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면， 수용상태의 Ag (7번) (=M1CAGW) 빛 Ag1 (8번) (쾌1CAG1W)는 PWR 경우 

(제어봉 물질로 존재)와 다르게 PHWR 에는 Ag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값이 없 

다. 또한， 이상의 변화에서 특히 기채상태로 변환시 공기보다 가벼운 5번 

(CH3 )을 제외한 (5번은 원자로건물의 최상층부인 douser (원자로건물 9번 

노드)에 모이게 된다) 원자로건물내 수용상태의 화합물인 1/2/3/4/617/8번 

화합물의 변화는 원자로건물내 대부분의 냉각수가 존재하는 basement (원자 

로건물 1번 노드)의 결과가 대표하는 점에 주목된다. 

다음으로 벽체에 흡착된 Iz (1 1 번) (쾌1C12HS)는 생성 빛 소멸반응을 거치 

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2 와 반응하는 유기페인트 벽체가 존 

재해야 하며 〈그림 3.3.11-8)는 upper dome (원자로건물 8번 노드)의 내부 

벽체 (22번 열구조불)를 유기페인트 벽체로 가정했을 경우의 결과를 보여준 

다. 본 결과에 의하면 계산종료시까지 벽체에 흡착된 12 (1 1 번) 양은 무준 

히 증가하여 1. 2E-6 정도의 최대치를 보여주며 1SAAC 코드의 이러한 모의능 

력은 향후 유기페인트 벽체를 이용한 요오드의 캄소와 같은 사고관리 차원 

에서 응용될 경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최종결과로서， 요오드 원자 ( =I)의 수용상태 (NITOTWRB = 
2':<1 2 ( 1 번) + r( 2번) + I03-(3번) + CH31 (4번) + H01 (6번) + Ag1 (8번)). 

기채상태 (NITOTGRB = 2':<Iz( 9번) + CH3 1 (1 0번) ) 빛 전체 (NITOTRB = 

2':< (I 2(1번) + Iz( 9번) + Iz(l1번)) + r( 2번) + I03-(3번) + CH31 (4번) + 

H01 (6번) + Ag1(8번) + CH3 1 (1 0번) ) 농도를 요오드 원자의 볼수 (g-moles 

of iodine atoms)로서 〈그림 3.3.11-9>에 표시하였다 그럼에서 알 수 있듯 

이 대부분의 요오드 원자는 수용상태로 존재하며 수용/기채 상태간 전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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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에 의해 생성되는 기채상태의 요오드는 무시할 정도로 적었다. 

이상과 같이 요오드 화학 모델을 추가한 경우에 대한 비쿄계산을 수행했다. 

추가된 ISAAC 요오드 화학모텔은 10여 가지의 화학반응 빛 화학동력학 방정 

식을 통해 냉각수조 내 존재 가능한 8가지의 요오드 화합물의 농도 빛 형태 

변화를 추적하므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사고진행 빛 사고관리 분석이 기대 

되며， 원자로건물 파손 시 대기내의 핵분열 생성물의 양에 비례하는 외부환 

경으로의 방출량을 더욱 정쿄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72 -



1.0 

0.8 

0.6 

0.4 

0.2 

0.0 
20 40 60 

TI ME HOURS 

----e-- MFCSIP 

- ‘• - MFCSIPS(1) 

- •• - MFCSIPS(2) 

-• • •• MFCSICT 

•• --6---- MFCSIC 

_ FMFCSIC 

-용-FMFCSICM 

< • • • • 4 ••• • • - ••• • • 

80 100 

그림 3.3.11-1 발전소내 CsI 분포 [분율l 

MFCSIP mass fraction of CsI left in fuel channel 

MFCSIPS(1)/(2) mass fraction of CsI left in primary system L-1/L-2 

MFCSICT mass fraction of CsI left in calandria tank 

MFCSIC: mass fraction of CsI in containment (including calandria 

vault) in both containment atmosphere and corium pool 

FMFCSIC mass fraction of released fission product CsI in containment 

excluding unreleased fission product mass from corium 

FMFCSICM mass fraction of unreleased fission product CsI in corium 

located in containment (= outside fuel channel) 

- 173 -



0.25 

0.2 

0.15 • - ~ 

0.1 

0.05 

0.0 

，-----------~-------- ~ 기 T 

20 40 

TIME HOURS 

」 응 -"----~ 

60 

---e--- FTMFPWB 

→←용→← FTMFPWBB 

-••- FTMFPH 

-•- FTMFPRB 

80 

그럼 3.3.11-2 요오드화학 모델 작동시 

원자로건물 대기/열구조불/냉각수조별 CsI 분포 [분율l 

- 174 -

100 



0.25 

0.2 

0.15 

0.1 

0.05 

0.0 

• 

_______ -"- .... i •• • ••••• • • 

20 40 60 

T IME HOURS 

---e--- FTMFPWB 

←→용→← FTMFPWBB 

-••- FTMFPH 

-•- FTMFPRB 

80 

그럼 3.3.11-3 요오드화학 모델 비작동시 

원자로건물 대기/열구조불/냉각수조별 CsI 분포 [분율l 

- 175 -

100 



MICIMW 

0.10히 

100 

「

0.1751 

0.14 

80 

L 

40 60 

TlME HOURS 

MICI2W 

」

20 

0.07 

0.0 
100 

」

「

」

닉
 
m 

1 
1 

1 

1 

」
-----

”1 

1 
1 

1 

1 

「
I 
l 

-
-

」
I 
l 
--

20 

(1.0E-6) “· 
25.0 

20.0 

15.0 

10.0 

5.0 

0.0 

100 

MICCH31W 

80 40 60 

TIME HOURS 

20 

(1.0E-6) ‘ 
10.0 

80 

6.0 

4.0 

2.0 

0.0 

MICI03MW 

100 

」

「

」

80 40 60 

TIME HOURS 

L 

←「

L 

t 

/ 
1 

1 

1 

1 
j 

j 

j 

j 

j 

) 

」

• 

) 

• 

」

/ 

• 
잉
 

(1.0E-4) … 
12.5 

10.0 

7.5 

5.0 

2.5 

0.0 

MICHOIW 

「

12.0 

9.0 

6.0 

L 3.0 

100 80 40 60 

T써E HOURS 

20 
0.0 

100 

」

「

」

낱
 뻐 

(1.0E-4) ••• 

15.0 

MICCH3W 

1 
1 

1 
1 

L 
1 
T 
1 
1 

1
”1 

--I 

I 

「
1 

1 

1 

1 

L 
1 

1 

1 

1 

-
-“ 
1 
1 

」
---l 

l
”1 

1 

1 
1 

1 

「
l 

-
-
-

」----

150 

120 

90 

60 

30 

이o 60 

TIME HOURS 

20 
o 

3.3.11-4 요오드 화합물의 농도변화 [kg] (112) 

- 176 -

댐
 



MICAGIW 

100 80 

L 

「

40 60 

TlME HQURS 

20 

1.0 

0.8 

0.6 

0 .4 

0.2 

0.0 

MICAGW 

」 」 」

「 「 「

」 」 」

100 80 40 60 

TIME HQURS 

20 

1.0 

0.8 

0.6 

0 .4 

0 .2 

0.0 

100 

MICCH31G 

80 40 60 

TIME HQURS 

20 

(1.0E-6) • ‘ 
20.0 

16.0 

12.0 

8.0 

4.0 

0.0 

MICI2G 

100 

t 

」

「

」

80 40 60 

TIME HQURS 

‘ 
1 
1 
1 
1 

끼
 l 
l
/
1 
--

1 

」

J 
1 

) 

•1 

」

」

」
잉
 

(1.0E-6) ‘ ” 
10.0 

8.0 

6.0 

4.0 

2.0 

0.0 

MICI2HS 

」 L 」

’• 

「 「 「

」 L 」

‘ 

1.0 

0.8 

0.6 

04 

0.2 

100 80 이o 60 

TIME HQURS 

20 
0.0 

3.3.11-4 요오드 화합물의 농도변화 [kg] (2/2) 

- 177 -

댐
 



g 

w 

” 

얘 

@ ‘。 g % 

TIME HOURS 

그럼 3.3.11-5 칼랜E 리아 볼트내 

수용상태 CH3 [kg] 

(1. OE 에 / 
~O l 

돈똘셀 
i \ 

”。

10.0 

'" 

M 
m 애 @ % 

TIM E κ~"' 

• m 

(1. OE 에 

wo 

16.0 

12.0 

M 

‘0 

00 
m 애 

둔혈렐 

@ % @ 

TIME fκ~"' 

그럼 3.3.11-6 수용 빛 기채상태 CH31 

f 

(UIE.7I KG 

l 12.5 

1 10.0 

" 

'" 

" 

"" m a 

[kg] 

MICHRBlll ,S) 

애 @ 00 m 

TIME HOURS 

그럼 3.3.11-7 수용 빛 기채상태 Iz 

[kg] 

그럼 3.3.11-8 벽체에 흡착된 Iz 

[kg] 

- 178 -



“ 
1.25 

1.0 

0.75 

0.5 

0.25 

0.0 

(1.0E-5) ••• 

20.0 

16.0 

12.0 

8.0 

4.0 

0.0 

20 

20 

NITOTRB 

40 60 

TIME HOURS 

40 60 

TIME HOURS 

80 

80 

100 

100 

“‘ 
1.25 

1.0 

0.75 

0.5 

0.25 

0.0 
20 

NITOTWRB 

40 60 

TI ME HOURS 

80 

그럼 3.3.11-9 요오드 원자 ( =I)의 수용상태， 기채상태 빛 전체 농도 

[g-molesl 

- 179 -

100 



12. PC Version 개발 

그동안 Workstation 에서만 사용되었던 ISAAC을 PC Version으로 개발하였 

다. PC의 성능향상으로 계산속도에서도 전혀 불변함이 없으며 그동안에 그 

럼이나 결과정리를 위하여 Workstation과 PC 간의 파일전달 동으로 불변하 

고 번잡스러웠던 사항들이 해소되었다. 다음 표 3.3.12-1에서는 DEC Alpha 

Workstation과 PC에서 계산된 결과를 보여준다 계산된 시나리오는 중수로 

에서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이고 원자로 출구모관에서 대형 파단 (파단 면 

적 0.2594 m2 ) 이 발생한 경우이다. 원자로 정지 시점까지는 주급수 계통이 

가동되나， 정지 후에는 보조급수계통까지 고장을 가정하여 더 이상 증기발 

생기로의 급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고이다. 비쿄결과는 주요 사고 전개시 

간이 2% 이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대사고 현상이 갖는 불확실 

성과 비쿄할 때 무시될 수 있는 차이로 판단된다. 

표 3.3.12-1. ISAAC코드의 Workstation Version과 PC Version의 계산결과 

비쿄 

Workstation PC 
주요 사고진행 내용 

(second) (second) 
Large LOCA Initiates --- 0 0 

‘'<ι 

LOCA Signal Received ’‘“ν 3.3 3.4 

Pressurizer Isolated 1 ‘i ‘ 23.7 23.5 

SG MSSV Open for Crash Cooldown 33.3 33.4 

SG (loop 2) Dryout 3.334 3.340 
Fuel Channel (loop 2) Rupture due to 

9.181 9.136 
Creep 
Moderator Dryout 28.344 29.241 

Calandria Failure 127.065 1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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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수로원전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기본방향 수립 

1. 월성원전 PSA의 주요 청점사상 분석 빛 중대사고관리 예비전략 도출 

월성 1호기 [31] 빛 월성 2 ， 3 ， 4호기에 대한 PSA[ 41 결과로부터 월성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방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중대사고관리 전략 도출에 필요한 정보는 노 

심 손상에 이르는 사고 경위 , 원자로건물 손상에 이르는 사고 경위 , 그러고 

방사능 물질의 소외 방출 경로와 방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고 현상 빛 

계통 운전들이다 

가. 노심 손상 방지 또는 완화 전략 

노심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손상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들은 Level 

1 PSA에서 작성된 사건수목들에서 도출할 수 있다 Level 1 PSA에서는 냉 

각재상실사고， 급수상실사고 등 총 45개 초기사건에 대하여 사건수목을 작 

성하였다[ 41. 

이들 사건수목들에서 사용된 주요 청점사상들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정지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원자 

로 정지이다. 원자로 정지는 원자로정지계통#1 또는 원자로 정지계통#2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행한다.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으면 노심손 

상이 발생하게 된다. 노심이 손상된 이후에는 원자로 정지계통을 이용한 

원자로정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주열이송 (Primary Heat Transport , PHT) 루프 격 리 

월성원전은 PWR과 탈리 일차계통은 두개의 8자형 루프로 구성되어 있 

다. 즉， 냉각수는 95개의 압력관을 통과하면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한 다음 공통모관에서 모여 증기발생기로 흘러간다. 증기발생기에서 

냉각된 냉각수는 공통모관을 거쳐 또 다른 95개의 압력관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냉각수가 흘러가는 모양이 8자와 같으며， 이런 8자 모형의 루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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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있다. 이 두 루프는 연결되 어 있으며 , 밸브로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면 두 루프를 연결하는 밸브를 참가 두 루프를 격 

리함으로써 건전한 루프는 항상 냉각재가 가득 차있도록 한다 노심의 형 

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루프 격리가 유효한 전략이지만 중대사고가 발생 

한 경우， 즉 다수의 압력관이 녹아 내린 경우에는 루프 격리는 루프내 냉 

각수를 보존하는 데 별 유용한 전략이 아니다. 

• 증기발생기 급속 냉각 
PHTS(Primary Heat Transport System)의 냉각재가 상실되는 사고가 발 

생하면 비상노심냉각계통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 ECCS)을 이용하 

여 PHTS에 냉각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소형냉각재상실사고 또는 증기발생 

기 세관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PHTS 압력은 서서히 감소한다. 이런 

사고의 경우 한동안 PHTS 압력이 ECCS 가 작동할 수 있는 압력보다 높아서 

냉각수 주입이 안된다. 그러므로 증기발생기 이차측 밸브들을 필요한 만큼 

인위적으로 개방하여 이차측을 캄압함으로써 PHTS 압력을 ECCS 설정압력 이 

하로 급속하게 낮출 수 있다 PWR의 경우 PHTS를 캄압하면 ECCS를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원자로용기 파손시 고압용융물 방출에 의한 원자로건물 

직접가열 현상(Direct Containment Heating , DCH)을 예방할 수 있다 DCH 

는 원자로건물을 조기에 파손시키는 주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DCH가 발생하 

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중대사고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월성 원전의 

경우 원자로 구조상 압력관이 용융되거나 칼랜드러아 용기가 파손될 때 PWR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압용융불방출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 

기 발생기 급속 냉각을 통한 PHTS 캄압은 오로지 ECCS를 작동할 수 있게 하 

는 효과뿐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급속 냉각은 독자적인 중대사고관리 전 

략이 기 보다는 ECCS 작동을 위 한 보조전략이다 

• 증기발생기 주입(주급수， 보조급수， EWS) 

증기발생기는 노섬에서 발생한 붕괴열을 제거한다 증기발생기가 열침 

원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 급수 

공급은 주급수계통 또는 보조 급수계통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주급수 또는 

보조급수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비 상수공급(Emergency Water 

Supply , EWS)계통을 사용하여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한다. 노심이 손상 

된 이후에도 증기발생기에 급수가 공급되면 노섬에서 발생한 붕괴열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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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더 이상 사고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증기발생 

기 세관의 균열 부위를 통하여 누설되는 핵분열생성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이다. 

• 비상노심냉각계통 냉각수 주입 

ECCS는 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CCS가 작동하는 한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 노심은 손상되지 않는다. 

노심이 손상된 이후라도 노섬에 계속하여 냉각수를 공급하면 건전한 형상을 

가진 압력관 속의 노심은 주입된 냉각수에 의해 붕괴열이 제거되어 건전성 

을 유지할 것이고， 용융된 압력관 속의 노심은 칼랜드러아 탱크내에서 캄 

속재 (또는 주입된 냉각수)에 의해 붕괴열이 제거될 것이다. 따라서 ECCS 

를 이용한 냉각수 주입은 중요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이다 

• 캄속재 열침원 
LOCA 사고 경우 ECC가 작동하면 노심은 안전하다. 그러나 ECC가 작동 

하지 않을 경우 캄속재계통이 작동하고 있으면 압력관이 칼랜드러아 튜브와 

접촉하여 캄속재로 열을 전탈하기 때문에 압력관이 손상되는 것을 박을 수 

있다. 설흑 압력관이 손상되어 핵연료가 칼랜드러아 용기로 방출되었다 하 

더라도 캄속재가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캄속재계통이 작동하는 한 

칼랜드러아 용기는 건전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캄속재계통의 작동은 

중요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이 된다. 

• 웅축수계통 
웅축수계통(Condensate System)이 작동하고 있으면 탈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웅축수추출펌프는 웅축기 집수정에서 탈기기저장탱크로 

급수를 공급한다. 웅축기가 작동하고 있으면 증기발생기로 공급된 물은 터 

빈을 통과하거나 우회한 후 웅축기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급수 보충이 필요 

없게 된다. 웅축수계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초기 탈기기 수위에 좌우된다. 웅축수계통은 증기발생기에 급 

수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계통이다. 이 웅축수계통의 작동은 증기 

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전략의 일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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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냉각계통 
정지 '-g각계통(Shutdown Cooling System , SCS)은 PHTS가 냉각재로 가득 

차 있지만 증기발생기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노심에서 발생한 붕괴열을 

장기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정지냉각계통 운전 모드는 열수송펌프모 

드와 정지냉각펌프모드가 있다. 어느 모드로 운전을 하더라도 붕괴열은 정 

지냉각 열쿄환기를 통하여 서비스수계통으로 제거된다. 노심이 용융되어 압 

력관이 파손된 상태에서는 캄속재계통을 통하여 붕괴 열을 제거하는 것이 좋 

은 전략이며， 캄속재계통의 펌프나 열쿄환기가 고장이 나서 붕괴열을 제거 

하지 못할 때에는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하여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이 전략은 캄속재계통 작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월성발전소에서는 노심손상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PHTS 냉각수 주입，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캄속재 

계통 작동 등 세가지 전략들이 적합하다 

나. 원자로건물 파손 방지 전략 

원자로건물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들은 Level 2 PSA에 

서 작성된 격납건물사건수목 또는 분해수목에서 도출할 수 있다 Level 2 

PSA에서는 사용된 일반 격납건물사건수목에서는 6개의 정점사상을 사용하였 

고， 각 정점사상에 대하여 별도의 분해수목을 작성하였다[ 41. 격납건물 사 

건수목이나 분해수목들에서 사용된 주요 청점사상들은 다음과 같다 

• 종단차폐냉각(End Shield Cooling , ESC) 

중대 노심손상사고가 발생하여 코륨이 압력관을 빠져나와 칼랜드러아 

용기 내에 있게되면 이 코륨을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ESC는 PWR에서 원자 

로용기 외벽냉각과 같이 칼랜드러아 용기를 냉각할 수 있다， ISAAC[31 계산 

에 의하면 ECCS , 캄속재 냉각， 이차측 냉각， 지역공기냉각기가 없는 상태에 

서 ESC 만의 작동으로 칼랜드러아 내부의 코륨을 냉각시키고， 원자로건물 

압력이 파손 압력까지 상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칼랜드러아 용기가 파 

손된 후 코륨이 원자로실 (Calandria Vault) 바닥에 모여 있을 때 코륨을 냉 

각시키지 못하면 고온의 코륨이 원자로실 콘크리트를 침식하여 결국에는 원 

자로실 콘크리트가 용융관통된다. 원자로실 콘크리트가 용융관통되어 코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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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자로건물 최저층인 베이스먼트로 떨어지게 되면 코륨은 거기에서 냉각 

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방사성물질인 코륨이 원자로건물 내부 여러 곳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코륨이 원자로건물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원 

자로실 내에 가두어두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원자로실 내에서 코륨을 냉각 

시키기 위하여는 원자로실에 냉각수를 공급하여야 된다. 종단차폐냉각계통 

은 종단차폐체에만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 라 원자로실에도 냉각수를 

공급한다. 따라서 ESC를 작동시키는 것은 중요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이 된 

다. 

• 이차측 열제거 
냉각재상실사고시에도 건전한 루프에 대하여 이차측 열제거가 이루어 

지면 건전한 루프는 붕괴열이 제거되어 건전성을 유지한다 건전한 루프를 

통하여 전체 붕괴열의 절반이 제거되면 원자로건물 압력 상승율， 노섬에서 

의 수소 생성율 빛 핵분열생성불 방출율은 줄어든다. ISAAC 계산에 의하면 

이차측 열제거가 되는 동안에는 칼랜드러아 용기나 원자로건물은 파손이 일 

어나지 않는다. 성공적인 이차측 열제거는 루프 격리 빛 증기발생기로의 급 

수 공급을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주입은 노심 손상 예 

방 또는 완화뿐만 아니라 원자로건물 파손 방지를 위한 중요한 중대사고관 

리 전략이다. 

• 원자로건물 지역공기냉각기 (Local Air Cooler. LAC) 

LAC 는 원자로건물 압력을 대기압 가까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칼랜드 

러아 용기가 파손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압력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 

다 LAC는 수소연소에 의한 압력 스파이크는 제어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 

우에는 원자로건물 압력을 저압으로 유지하여 원자로건물 건전성을 유지하 

는 데 필수적이다. 즉. LAC을 사용하여 원자로건물 상태， 즉 압력과 온 

도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LAC는 원자로건물 대기중의 핵분열생성물의 일 

부를 제거할 수 있다. 

• 원자로건물 다우정 살수 
다우정 살수계통은 원자로건물내 PHTS 파단이 있을 때 단기 간의 원자 

로건물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 다우정 살수는 수시간밖에 지 

속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원자로건물 압력을 제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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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우정 살수 유무에 따라 원자로건물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격 납 

건물 사건수목에서 다우정 살수를 고려하였다. 다우정 살수는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의 한 수단이다 또한 다우정 살수는 원자로건물 대기중의 핵분열 

생성물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 원자로건물 수소점화기 
원자로건물 내에서의 수소 연소는 원자로건물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즉， 수소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소연소가 일어나면 원자로건물의 건 

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소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수소폭발 가능성이 있으며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자로건물 압력 

은 순간적으로 매우 높아져 원자로건물 파손확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월성 

원전의 경우 수소를 농도가 낮을 때 인위적으로 연소시켜 제거하기 위하여 

수소첨화기를 설치하였다. 이 수소첨화기는 원자로건물내 수소농도를 제어 

하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월성발전소에서는 원자로건물 파손을 방지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증기발생기 이차측 냉각 실시， 종단차폐냉 

각 실시 , 지 역공기 냉각기 가동， 원자로컨툴 다우정 살수 실시 , 원자로건물 

수소 제어 동의 전략들이 적합하다. 

다. 핵분열생성불 방출 제어 전략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들도 Level 2 PSA에서 작성된 격납건물사건수목 또는 분해수목에 

서 도출할 수 있으며， 방사선원항 논리도에서 도출할 수도 있다. 격납건물 

사건수목(분해수목포함) 빛 방사선원항 논리도에서 사용된 주요 청점사상들 

중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제어하는 데 관련이 있는 사상들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건물 격리 
원자로건물 대기중의 방사능물질은 원자로건물 격리계통이 실패하면 바 

로 원자로건물 외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시 원자로건물을 

격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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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건물 우회 방지 또는 완화 

원자로건물 우회는 파손된 증기발생기나 계통간 LOCA에 의하여 발생한 

다. 사고 초기에는 증기발생기가 건전하였으나 사고가 진행됨에 따라 증기 

발생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후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여 

증기발생기가 파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파손된 증기발생기를 통 

하여 소외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파손된 증기발생 

기 압력을 일차계통 압력보다 낮추거나， 파손된 증기발생기 부위가 물에 참 

기도록 급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급수를 통과하도 

록 함으로써 수용성 물질들은 제거할 수 있다 계통간 LOCA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 물질을 보조건물내로 방출하는 부위가 물에 참기도록 보조건 

물내로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용성 방사성 물질을 제거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외 방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핵분열생성불 방출 제어 전략은 다우정 살수， 원자로건물 격리， 증기발생기 

방출 제어， 그러고 보조건물 방출 제어 등의 전략들이 적합하다 

2. 대표 중수로/경수로원전의 설계특성 및 중대사고 진행 분석 

가. 월성2호기/경수로 표준원전의 설계특성 분석 

경수로 사고관리 전략의 중수로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국내 

중수로와 경수로원전의 설계특성을 비쿄하였다. 표 3.4.2-1은 월성 2호기와 

표준원전의 설계변수 중 중대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전반적 

으로 비쿄 컴토한 결과는 월성 2호기가 표준원전에 비하여 일차/이차계통 

빛 원자로 계통이 중대사고에 대하여 매우 유러한 반면 격납건물계통은 많 

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월성원전이 열출력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일차/이차 계통의 냉각수가 많고 2개의 독립된 loop으로 설계된 반면 격 

납건물 설계압력은 낮기 때문이다. 즉， 열출력이 표준원전에 비하여 약 70% 

정도 인데 반하여 증기발생기의 냉각수량이 오히려 많으며 일차 열수송계통 

내의 냉각수는 적지만 일반 경수로에 있지 않는 중수 캄속재가 칼랜드러아 

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대사고 시 사고진행 속도가 늦어진다 또한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이 일차계통 경계의 건전성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월성원전에 

서는 2개의 loop이 서로 격리되어 건전한 loop은 붕괴열을 충분히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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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보다 상세한 열수력 빛 중대사고 진행과정은 다음 항목에 기 

술되어 있다. 

특히 중대사고 완화를 위해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는 원자로(중수로 

에서는 칼랜드러아에 해탕) 외벽냉각 측면에서는 월성원전이 매우 유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수로에서 외벽냉각을 제한하는 요소로 원자로 외벽에서 

냉각수로의 임계열속， 단열구조물에 의한 증기배출의 병목현상， 원자로 하 

부에서 노심 용융물의 금속층에 의한 focusing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 

데 월성 원전의 경우， 정상운전 시에도 칼랜드러아 볼트(원자로실)에 냉각 

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벽냉각을 위해 별도의 냉각수 주입이 필요하지 

않고， 출력은 낮은 반면 핵연료 양은 많기 때문에 단위 부피탕 붕괴열이 적 

고， 외벽의 열전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임계열속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단열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증기배출의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 

고， 노심 용융물의 금속층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focuing 효과 

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월성원전에서는 중대사고 관리시 이 외벽 

냉각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원자로건물 파손압력은 표준원전이 1. 175MPa( Median 값)인데 비하여 

월성 2호기는 0.417 MPa로 상탕히 낮기 때문에 원자로건물의 압력이 상승되 

는 사고 발생시 건물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는 취약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고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월성2호기/경수로 표준원전의 중대사고 진행분석 

경수로형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인 MAAP 전산코드와 중수로형 종합해석코드 

인 ISAAC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표준원전과 월성원전에 대한 열수력 빛 중대 

사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표 사고 시나리오는 발전소 정전사고와 대형 냉 

각재 상실사고이다 발전소 정전사고는 사고 초기에 AC 전원이 상실되고 보 

조급수 계통， 비상 노심냉각 계통， 원자로건물 살수계통 동 안전계통이 작 

동되지 않으며 전원이 복구되지 않은 전형적인 고압사고이고，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역시 일차계통 파단(표준원전: 저온관 파단， 월성 2호기 . 원자로 

출구헤더 파단) 이후 비상 노심냉각 계통， 원자로건물 살수계통 둥이 작동 

되지 않는 저압사고를 가정하였다(월성원전에서는 추가로 캄속재 냉각과 종 

단차폐냉각 계통의 고장을 가정함) . 표 3.4.2-2와 3.4.2-3은 월성원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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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 월성 2호기와 한국 표준원전에 대한 설계변수 요약비쿄 

Design Parameter Wolsong 2 KSNP 
Power( MWth ) 2.140 2.815 

Primary Loop Isolation during Isolated 2 
Not isolated 

Accidents loop 
SG 151 134 

Coolant Inventory PHTS(RCS) 91 230 
ECC Tanks(SI T) 214 208 

(103 kg) Calandria Tank 216 N/A 
Calandria Vault 370 N/A 

Core Material U02 99(Natural) 86(Enriched) 

(103 kg) Zircaloy 43 20 
Insulation Structure around the 

No Yes 
Reactor Vessel 

During normal 
Only after 

Reactor Cavity Flooding RWT water 
operation 

injected 
Containment Failure Pressure (100 Pa (g)) 0.417 1. 175 

경수로 표준원전의 중대사고 해석결과를 비쿄한 내용이다. 표 3.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LOCA에서는 원자로 손상시간이 월성 2호기는 35.3 시 

간인 반면 표준원전은 2.6시간이며， 격납컨불 파손시간은 월성 2호기가 

24.4 시간인 반면 표준원전은 60시간 이상이다. 발전소 정전사고 둥 대부분 

의 사고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설계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럼 3.4.2-1부터 3.4.2-8까지는 월성 2호기에서 발전소전원 상실사고를 가 

정한 계산결과이고 그럼 3.4.2-9부터 3.4.2-16까지는 월성 2호기에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를 가정한 계산결과이다. 

발전소전원 상실사고의 경우， 전원이 상실되어 원자로가 정지되고 모든 증 

기발생기에 급수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증기발생기의 냉각수가 유지되는 동안 

(사고 이후 약 1. 4시간) 붕괴열이 이차측을 통하여 제거되기 때문에 일차 

열수송계통의 온도와 압력은 상승되지 않는다(그럼 3.4.2-1. 3.4.2-2 참 

조) 증기발생기 냉각수 수위가 낮아지고 일차계통 압력이 상승되면 약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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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경과 후 일차계통 Liquid Relief Valve가 열리면서 냉각수가 캄소되기 

시작하고(그럼 3.4.2-3 참조) 약 5.5시간 후 핵연료 채널이 파손되면서 일 

차계통 압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그림 3.4.2-1 참조) 핵연료 채널이 파손되 

어 노심용융물이 칼랜드러아 바닥에 재배치되면 캄속재가 증발하기 시작하 

고 약 12. 7 시간 후 고칼된다(그럼 3.4.2-4 참조) . 칼랜드러아 내의 캄속 

재가 고갈되더라도 칼랜드러아 볼트에 냉각수가 존재하는 한 소위 외벽냉각 

에 의해 칼랜드러아 용기 바닥의 노심용융불로부터 나오는 잔열이 제거되지 

만 약 40.7 시간 경과 후에 칼랜드러아 볼트의 냉각수 수위가 칼랜드러아 

바닥보다 낮아지면 결국 칼랜드러아가 파손되고 용융물은 칼랜드러아 볼트 

로 빠져나오게 된다(그럼 3.4.2-4. 3.4.2-5. 3.4.2-7. 3.4.2-8 참조) . 일차 

계통 빛 칼랜드러아 내에서 무준하게 증기가 발생되므로 원자로 건물 압력 

역시 무준히 상승하며 약 27.4 시간 경과 후에는 건물 파손압력에 도달하게 

된다(그럼 3.4.2-6 참조) .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 loop 1 에서 파단이 일어나지만 loop 2는 건 

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그럼 3.4.2-9. 3.4.2-11 참조) 따라서 loop 2 의 

증기발생기에서는 일차계통 열제거 기능을 수행하다가 0.9시간 이후 냉각수 

고가 고칼된다(그럼 3.4.2-10 참조) . 약 2.3시간에 노심용융물이 칼랜드러 

아 바닥에 재배치되어 캄속재가 증발하기 시작하고 약 9시간 후 고칼된다 

(그럼 3.4.2-12 참조) . 외벽냉각에 의해 냉각이 이루어지다가 약 35.3시간 

경과 후에 칼랜드러아 볼트의 냉각수 수위가 칼랜드러아 바닥보다 낮아지면 

결국 칼랜드러아가 파손되고 용융물은 칼랜드러아 볼트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럼 3.4.2-12. 3.4.2-13. 3.4.2-15. 3.4.2-16 참조) . 원자로 건물은 약 

24.4 시간 후에 파손압력에 도달하게 된다(그럼 3.4.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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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2. 월성2호기와 표준원전에 대한 발전소전원 상실사고 진행비쿄 

Wolsong 2 KSNP 
Accident Progression 

(hours) (hours) 
SG Dry out 2.3 1. 1 
LRV(PSV) Open 1. 5 0.9 
Core Uncover‘y Start 2.8 1. 8 
Loop 1&2 Fuel Channel Rupture 5.5 
Core Melt Start 2.8 
Corium Relocation 6. 7 4.2 
RV(Calandria for WS-2) Dry out 12.7 4.5 
RV(Calandria for WS-2) Fail 40.7 4.5 
Containment Fail 27.4 >60 

표 3.4.2-3. 월성2호기와 표준원전에 대한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진행비쿄 

Wolsong 2 (hours) KSNP 
Accident Progression 

LOOP 1 LOOP 2 (hours) 
SG Dry out 0.9 
LRV(PSV) Open 1. 8 
Core Uncovered ‘ Ear1 y 2.2 Ear1 y 
Fuel Channel Rupture 、ι 2.3 3.1 
Core Melt Start 0.9 
Corium Relocation 2.3 1. 5 
RV(Calandria Tank) Dry out 9.0 1. 6 
RV(Calandria Tank) Fail 35.3 2.6 
Containment Fail 24.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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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i E HOU F!5l 

GT2-P hI:iL‘~ VV .... l .... ~~1 

:zro,; 1.:<:C-T … .0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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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칼랜드러아 수위 (대형냉각재상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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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2 그럼 



LLOCA1 

M 

" 

'4 

B Fl:EA.K AT Fl:OH(1 00"%.) Fl: EFE Fl:ENCE CASE 

~，-“~ “‘"' .... ~ ............ 1 -, n G、I

=""링 

)• • +-----------f_ 

-+- --'‘〔드 ←← 드 ← 드 ←← { •• .-----+ 十

----------+---‘ ------~-----------+-----------+----------, 

÷-------'v- -• ÷ ÷ 

...... '" H=U ",,"'" 

그럼 3.4.2-13. 칼랜드러아 볼트 수위 (대형냉각재상실사고) 

LLOCA1 BREAK AT ROH(100~‘) , REFERENCE CASE 

‘, 。타나5) P .... 

7.' 

8 .• 

•• 

3 。

... 
。。

그럼 3.4.2-14. 

P ,...,.,.oSLJre o'f """" rTI/3.-, n ..,..,. m LfO't"'er do,"e 

P I=!EI( 8) 

"" 
T~‘ E HOU P. S 

"" 

원자로건물 합력 (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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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AK AT AOH(100"%.) : AEFEAENCE C A-S E LLC그CA1 

-.:o.1 al lTl a “ ~d9b(‘ bo;;;o cl-,n GT 

“ =T ~1 ~e......4) l'<:IC3 

'^~ 

질량 

繼
노
 

칼랜드러아 볼트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 

3.4.2-15. 댐
 

。。

BREAκ AT AOH(100 00,.b) AEFEAENCE C A.S E l • LOCA1 

∞r L.JlTllTla“ ", nCV 

’‘g ‘ TEI(1) 

: 지←←←←←←←←←←퓨/--------r 

:、 1: 

-L ________ L_J ___________ l ___________ l 

‘ 1 .o~) KG 
:5_0 ,---• 

•• 

1 。

g 。

, •• 

질량 

繼
노
 

칼랜드러아 볼트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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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수로 고유의 사고관리 전략 도출 

월성원전 PSA의 주요 청점사상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중대사고관리 예비전 

략들을 컴토하고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중수로 원전의 중대사 

고관리 전략으로 선정되었다. 

가 PHTS 냉각수 주입 

PHTS 냉각수 주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노심 냉각 

• 압력관 파손 방지 또는 지 연 
•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 방지 

• 노섬에서의 핵분열생성불 방출 캄소 

PHTS 냉각수 주입은 비상노심안전주입계통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PHTS 압 

력이 높아서 안전주입이 안 될 때에는 증기발생기 이차측을 이용하여 PHTS 

를 캄압한 후 안전주입을 할 수 있다. 

나.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PHTS 열 제거 

• PHTS를 캄압하여 PHTS 내로 냉각재 공급을 가능하게 함 

•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파손 방지 

• 증기발생기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의 세청 

• 증기발생기 튜브 파손시 파손부를 통하여 PHTS 내에 냉각재 공급 

증기 발생기 급수 주입은 보조급수펌프를 사용하여 하나 보조급수펌프가 고 

장일 경우 주급수펌프나 비상수공급계통(EWS)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다.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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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속재내 코륨의 열 제거 

• 캄속재 내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의 세청 

캄속재계통을 통하여 잔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캄속재 펌프와 열쿄환기를 사 

용한다. 캄속재 계통이 고장일 경우 정지냉각계통(SCS)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 캄속재 재고량이 부족할 때는 중수공급펌프를 사용하여 캄속재를 보 

충한다. 

라.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칼랜드러아 용기 외벽냉각을 이용한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 방지 또는 

지연 

• 노심용융불과 콘크리트 상호작용 방지 또는 완화 

• 원자로건물 대기로의 방사능물질 방출 완화 

종단차폐냉각은 종단차폐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원자로실의 냉각재 

가 부족할 경우에는 순수공급펌프를 사용하여 원자로실에 냉각재를 보충한 

다. 

마.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건물 내 고압으로 인한 원자로건물 건전성 위해 방지 

• 원자로건물 내 고온으로 인한 원자로건물 관통부의 손상 방지 

• 원자로건물 내 열악한 환경에 의한 원자로건물 기기 빛 계측장비 위협 

최소화 

• 원자로건물 대기 중 핵분열생성불 농도 감소 

• 핵분열생성물의 원자로건물 외부 유출 경캄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는 원자로건물 압력과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원자로 

건물 압력과 온도는 다우정 살수계통 또는 지역공기냉각기를 작동하여 원 

자로건물 대기중의 수증기를 웅축시킴으로써 낮출 수 있다 다우정 살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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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재순환모드 운전이 없기 때문에 수시간 밖에 작동할 수 없다. 

바. 원자로건물 수소 제어 

원자로건물내 수소 제어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원자로건물 내의 모든 격실에서 원자로건물을 위협할 수 있는 수소를 

연소농도 이하로 유지. 

• 원자로건물 내에서 증기 불활성화를 유지함으로써 수소 연소 방지. 

원자로건물내 수소 제어는 수소점화기를 사용하여 원자로건물 대기중 수소 

를 제거할 수 있다. 수소점화기가 작동이 안될 때에는 낮은 수소농도에서 

원자로건물내에 있는 LAC의 전동기나 MOV 의 전동기 등을 순간 작동시켜 인 

위적으로 전기 스파이크를 발생시켜 수소연소를 일으킴으로써 수소가 원자 

로건물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원자로건물로 수증기를 방출 

함으로써 원자로건물 대기를 불활성화 시켜 수소연소를 방지할 수 있다. 

사. 핵분열생성물 방출 제어 

핵분열생성불 방출제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사고기간중 일반 주민의 피폭위험 캄소 

핵분열생성불 방출 경로는 원자로건물로부터 원자로건물 외부 대기로의 직 

접 방출， 증기발생기를 통한 방출， 그러고 보조건물을 통한 방출의 3가지 

경로가 있다. 원자로건물로부터 방출이 있을 때에는 원자로건물 격리계통을 

복구시키거나， 원자로건물 다우정살수계통이나 지역공기냉각기계통을 이용 

하여 원자로건물 압력을 낮추고 원자로건물 대기중의 방사능 물질을 침전시 

킴으로써 원자로건물 외부로의 방출을 줄일 수 있다. 증기발생기로부터 방 

출이 있을 때에는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여 증기발생기에서 핵분열생 

성물을 침전시키거나 복수기로 증기를 텀프시킴으로써 증기발생기 외부로의 

방출을 줄일 수 있다. 보조건물로부터 방출이 있을 때에는 원자로건물에서 

보조건물로 방출되는 경로를 차단시키거나，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보조건 

물 대기를 배기함으로써 보조건물 외부로의 방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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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수행제어도 개발 

가. 개요 

중대사고 관리란 노심이 손상된 이후에 발전소를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노심의 손상을 일으키는 사고 시나 

리오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완화에 사용될 기기들이 고장나거나 인 

적 오류가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노심이 손상된다. 가압 

중수로인 월성 2.3.4호기 PSA[ 41 결과를 보면 노심이 손상되는 사고 시나리 

오만 해도 수백개나 되며， 이들 노심 손상 사고 시나리오는 중대사고가 진 

행되어 원자로건물이 파손될 때까지 안전기기들의 작동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된다. 이 같이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셀 수 없이 많지만 노심 손상 

이후에는 비슷한 사고 진행을 보이는 사고 시나리오들도 많다. 이들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는 중대사고 관리 조치가 같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대사 

고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선택된 조치의 우 

선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발전소 상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략수행제어도의 목적은 비상기술지원실로 하여금 적절한 중대사고관리 전 

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노심 손상 사고 시나리오와 원자로건 

물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고 시나리오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은 일반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CD 방출되고 있는 핵분열생성불 

제어 전략.(2)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의 손상을 방지하는 전략.(3) 

노섬에서 발생되는 잔열을 제거하여 발전소를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로 이끄 

는전략. 

중대사고의 특성상 중대사고관리를 위하여 발전소 상태를 진단할 때에는 징 

후에 큰거하여 진단한다 중대사고 관리를 위하여 징후에 큰거하여 발전소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 중대사고관리는 다양한 중대사고 조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 

대사고 연구에서는 수많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실제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들 연구에서는 사고 시작과 동시에 모든 기기들이 고장난다고 가정하고 

- 203 -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2)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발전소 상태는 계속하여 변한다. 따라서 중대 
사고 관리는 징후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대사고관리의 총체적인 목표는 핵분열생성불 경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 

응하는 것이다. 

중대사고관리에서는 발전소 상태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를， 즉 발전소 

징후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 

대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정의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1 ) 가능한 핵분열생성불 방출 경로 

중대사고관리는 모든 가능한 핵분열생성불 방출 경로에 대하여 언급하여 

야 한다.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정도 역시 중대사고관리의 주요 입력이다. 

이는 방출을 중단시키거나 완화하는 조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월성 원전의 중대사고관리에서 취급한 가능한 방출 경 

로는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부터 방출 

@ 원자로건물 격리 계통 손상 (ISLOCA 포함) 에 의한 보조건물로부터 방 

출 

@ 원자로컨불 격리 계통 손상， 원자로건물 누설 또는 원자로건물 구조불 

의 파손으로 인한 원자로건물로부터 방출 

2) 핵분열생성불 경계의 위협 빛 이런 위협 관점에서 본 중대사고 현상 발 
생 순서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에의 위협과 관련하여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툴리 화학적 과정은 중대사고관리 관점에서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에의 조기 위협을 야기하는 툴리 화학적 

과정. 이들은 노심 손상 후 짧은 시간 내에 시작되며 완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에의 후기 위협을 야기하는 툴리리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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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과정. 이들은 노심 손상 후 수십 시간 후에 일어나며 완화하기 위 

하여 즉각적 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 제어되고 안정된 발전소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중지되거나 회복되어야 

하는 툴리 화학적 과정. 이들은 언제든지 존재하며， 핵분열생성불 경 

계를 위협하는 툴리 화학적 과정에 기여하는 동안에는 즉각적인 조치 

를요하지 않는다 

3) 중대사고관리를 종결해야 되는 발전소 상태 

중대사고를 종결하기 위하여는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변수로 알 수 있다. 

CD 노심 온도가 안정되어 더 이상의 노심의 이동이 없을 것이 예상됨 
@ 핵분열생성불 방출이 제어되어 심각하게 방출되고 있는 핵분열생성불 

이 없음 

@ 원자로건물 압력이 제어되어 심각한 핵분열생성불 누설이 없을 것이 

예상되고， 원자로건물 위협까지 여유도가 충분함 

@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가 낮아 수소 연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됨 

상기에서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전략제어수행도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변수에 따라 발전소를 진단하도록 만들어졌다. 

1 ) 발전소 안전 변수 : 발전소를 조기에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변수 

2)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 ·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를 장기적으 

로 위협하는 변수 

전략수행제어도는 발전소 안전 변수와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동시에 

캄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발전소 안전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발전소를 제 

어되고 안정된 상태로 이블도록 한다. 발전소 안전 변수 상태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설정치를 초과하는 되면， 발전소 안전 변수에 따른 조치를 중단하고 해탕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수행되고 나면 일시 중단된 발전소 

안전 변수에 따른 조치를 다시 수행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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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완화 조치는 완화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데 이 완화 지침서는 발 

전소 안전 변수 제어뿐만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 

용한다 즉，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안전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침서를 

사용한다. 같은 지침서라도 사용하게 된 발전소 상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 

다. 즉， 발전소 안전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제어 전략을 

수행하기 전에 전략 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긍정적 효과가 크거나 부정적 효과를 수용할 수 있을 때에는 전 

략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전략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와는 탈리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 

할 때에는 가용한 전략이 있을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하고 무조건 수행 

하여야 한다.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원은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서 사고를 종결하 

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사고가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하여 종결되지 못 

하고 중대사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고 종결에 필요한 기기가 고장이 났 

거나 @ 운전원이 비상운전절차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중대사고관리는 고장난 기기를 회복시키는 조치와 운전원 실수를 보정하 

는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장난 기기를 회복하는 데에는 때에 따라 많 

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략수행제어도에 의해 해탕 완화 지침서를 수행할 

때 기기들이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략수행제어도에서 

는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가 되면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하여 발전소를 감시하도록 반복 루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루프는 발 

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발전소 안전 변수를 캄시하고 가 

능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노심 손상 이후 발전소 상태는 발전소에 있는 계측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 

여야 한다. 때에 따라 발전소 상태를 발전소 계측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계산표를 사용하여 발전소 상태를 진단하게 된다 

나. 전략수행제어도 설명 

전략수행제어도는 비상기술지원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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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요 발전소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완화 지침서를 선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주 도구이다. 주요 발전소 상태논 그 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과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에의 잠재적인 위협에 

큰거하여 정의한다. 전략수행제어도에서 확인된 특정 발전소 상태에 해탕하 

는 완화 지침서는 그 상태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을 제시하고， 각 전략들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최종적 

으로 전략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전략수행제어도는 비상운전 

절차서에서 중대사고지침서로 전환하도록 하면 사용하기 시작한다. 전략수 

행제어도는 그럼 3.4.4-1과 같이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어도 형식으 

로 개발되었다. 

전략수행제어도에서 첫 단계는 원자로건물 중대 위협 변수를 캄시하기 시착 

하는 것이다 원자로건물 중대 위협 변수는 @ 심각한 핵분열생성불 방출이 

되고 있음 @ 대량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야기할 수 있는 원자로건물 핵분열 

생성불 경계가 중대 위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원자로건물 중대 위협 

변수는 3개로 되어 있는 데， 만약 원자로건물 중대 위협 변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설정치를 초과하면 발전소 안전 변수 감시를 중지하고 그 변수를 

설정치 이하로 낮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략수행제어도의 다음 단계는 발전소 안전 변수를 캄시하는 것이다. 이 발 

전소 안전 변수 캄시는 반북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수행제어도의 반복 

루프는 7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각각의 변수들은 특정 전략이 수행 

되어야만 하는 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전략수행제어도에 있는 변수들 

은 우선 순위에 따라 배치되었다. 7개 변수의 우선 순위는 중대사고와 사고 

진행을 상세하게 평가를 하여 결정하였으며， 전략수행제어도에 나타난 순서 

대로 이다.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모든 실제적인 중대사고 시 

나리오와 회복 조치에 따른 중대사고 진행 과정의 변화 가능성도 모두 고려 

하였다. 이 우선 순위는 특별한 큰거 없이 함부로 바무어서는 안된다. 각 

변수에 대한 설정치는 제어되고 안정된 발전소 상태의 정의로부터 정하였 

다. 그러므로 어떤 변수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 설정치가 만족되면 전략수 

행제어도에서 그 변수의 바로 아래에 있는 변수를 점컴한다. 어떤 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하면 그 변수를 제어하기 위한 완화 지침서로 진입한다. 전략 

수행제어도에 의해 완화 지침서로 진입하면 비상기술지원실은 그 지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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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대사고관리 전략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런 뒤 어떤 전략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이 점이 원자로건물 위협 변수 감시와 다르다. 원자로건물 위협 변수 

는 캄시를 하고 있다가 어떤 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하게 되면 이때에는 그 

변수를 제어하기 위한 완화 지침서에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무조 

건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전략을 수행하는 데 사용가능한 기기 또는 방법 

이 여러개가 있을 경우 어떤 기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만 결정하면 된다. 이와는 탈리 발전소 안전 변수를 캄시하다가 완화 지침 

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침서에서 제시한 어떠한 전략도 수행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다. 

반복 루프의 맨 마지박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의 정의에 큰거하여， 중대 

사고관리지침서를 종료해도 되는가를 점컴하는 것이다. 제어되고 안정된 상 

태는 전략수행제어도에 있는 주요 변수 몇 개에 대한 설정치를 사용하여 정 

의한다. 아직도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반 

복 루프의 맨 위쪽으로 전환하여 발전소 변수 캄시를 계속한다.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중대사고관리를 종료 

하게 된다. 비상기술지원실은 중대사고관리를 종료하기 전에 대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노섬에서 방출이 되었다는 사실과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다른 중요 

한 점들을 고려하여 장기 복구 과정에서 알아야 할 제한 사항과 주의 사항 

들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제한 사항과 주의 사항은 방사선비상 

계획서에 따라 발전소를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대사고 종 

료 지침서(종료 02)는 이러한 제한 사항과 주의 사항을 확인하는 위한 지침 

서로， 이 지침서에 포함될 내용과 양식이 어떤 것인가 한 예를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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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4.4-1 전략수행제어도 

TSC 전략수행제어도 사용시작 

알전소 안전 연수 김시 시작 

모든 S/G 수위 아니오 

)[L01]%NR 

여 1 

01냉각 여 휴도 아니오 

)[T01] Oc 

여 1 

킬 핸드리아 수위 아니오 

<[L1 1] m 

여 1 

앤자로실 수위 아니오 

)[L1 3]m 

여 1 

발전소부"경겨|선형 
아니오 

<[ROl 1 rem 

여 1 

앤자로견을압력 아니오 

<[P08]psig 

여 1 

ι3 자로견을 수소농 아니오 

<[H02]% 

여 1 

디을 모든 조건 을 만즉 ? 

。 노심 흩구온도 <[T01] 그리고 안정 또는 강소 
。 받전소부지경개선링 <[R01] 그리고 안정 또는 강소 

。 원자로건 을압력 <[Pl1l 그리고 안정 또는 강소 
。 원자로건을 수소농도 <[H02] 그리고 안정 또는 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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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호f- 0 1 
증기알생기 급수주입 수행 

온}호f- 02 
열수융계통 냉각수 주입 수행 

온}호f- 03 
같댄드리이용기 u 냉각수주입 수행 

온}호f- 04 
뭔자로실 냉각수 주입 수행 

온}호f- 05 
백룬얼 생성울 앙을 지1 어 수행 

완화 06 
원자로건울 상태제어 수행 

원화 07 
뭔자로건울Lf 수소 제어 수행 

i A 



(계속) 전략수행제어도 3.4.4-1 댐
 

A 

뭔자로건울 중대위영 연수 김시 시약 

완호J- 0 5 
핵문열생성울 앙츰제어 수행 

여1 알전소부지경계선랑 

> [RO 2] 

완화 06 
뭔자로건울 상태제어〓수행 

이니오 

여1 뭔자로건울 압력 

> [po71 psig 

왼f호J-07 
원 자로건물내 수소제어〓수행 

여1 뭔자로건울수소농도 

그림↑의 수소위영“영역 

이니오 

.~이 
~-， 

뭔자로건울 중대우1 영 연수가 실정치튿 초과믿 〔대에는 수행중이던 모든 완화지침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뭔자로건울 중대위 영 연수튿 실정치 이하로 낮충 수 있는 해당 완화지침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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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전소 진단 변수 

전략수행제어도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컴토하여 선정하 

였다 CD 핵분열생성불 경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것，(2) 발전소를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3) 이러한 발전소 변수를 캄시하는 

데 이용 가능한 계측기기 

가압중수로형 원전에 대한 주요 원자로건물 파손 모드를 찾아내기 위하여 

월성 1호기 빛 월성 2 ， 3 ， 4호기 PSA를 컴토하였다[31][4] 원자로건물 파손 

모드는 확률에 관계없이 모든 파손 모드를 고려하였다. 월성 원전에 대한 

원자로건물 파손 모드는 표 3 ， 4 ，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중대사고관리 목 

적 중 하나가 핵분열생성불 경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수행제어도는 핵분열생성불 경계에 위협을 가리키는 변수들을 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핵분열생성불 경계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도 역시 표 3， 4 ， 4-1에 나타나 있 

다. 

이 외에도 전략수행제어도에는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 가를 

판정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일반적 인 중대사고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발전 

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였는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 상태와 발전소 변수들은 표 3， 4 ， 4-2에 제시되어 있다 제어되고 안 

정된 상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D 노심은 

냉각 가능한 상태임，(2) 원자로건물 합력은 거의 대기압에 가까움， (3)심각 

한 핵분열생성불 방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발전소에서 붕괴열은 제거 

되고 있어서 발전소 상태 변화가 없을 것이 예측됨. 전략수행제어도는 발전 

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임을 가리킬 수 있는 발전소 변수들을 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런 상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냉각가능 노심 상태는 노심과 PHTS 온도가 낮거나， 코륨이 

여전히 칼랜드러아 용기 내부에 있을 때 칼랜드러아 용기가 물로 차 있음으 

로 알 수 있다. 노심이 칼랜드러아 용기 밖에 있다면 원자로실 수위를 보고 

노심이 물에 잠겨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원자로건물이 제어되고 안정된 상 

태에 있는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변수는 대기와 거의 같은 원자로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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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빛 온도， 그러고 수소 연소가 불가능한 수소 농도이다. 소내 빛 소외 

방사능 캄시기는 발전소로부터의 핵분열생성불 방출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 

을 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노심이나 원자로건물의 급격한 상태 변화 

가 예상되지 않음을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변수는 PHTS 온도와 원자로건물 

압력이다. 이들은 적절한 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한 심각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한다. 칼랜드러아 용기 하반부 

로 상탕량의 노심용융물이 재배치되기 전에 PHTS 또는 칼랜드러아 용기로의 

주입을 재확립할 수 없을 때 칼랜드러아 용기 하반부를 물에 잠기게 하여 

외부냉각을 하면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표 3.4.4-1. 원자로건물 파손 모드 

원자로건물 파손모드 파손 메카니즘 발전소변수 

조기 원자로건물 파손 원자로건물 격리 설패 
격리밸브 위치 

방사능 감사기 

\ 
원자로건물과암 원자로건물 암력 

원자로건물 암력 
수소연소 ~“、

원자로건물수소농도 
후기 원자로건불 파손 

원자로건물수위 
고온에 의한 원자로건물 관통 

원자로건물 암력 

/ 부손상 
원자로건물수소농도 

I 원자로건물과암 원자로건물 암력 
[ 원자로건물 암력 

수소연소 
4 • 

최후기 원자로건물 원자로건물수소농도 

파손 
고온에 의한 원자로건물 관통 

원자로건물수위 

원자로건물 암력 
부손상 

원자로건물수소농도 

바닥 콘크리 E 관통 노심-콘크리 E 반응 
원자로건물수위 

원자로건물온도 

격리 설패 ISLOCA 
방사능 감사기 

원자로건물수위 

격리 설패 SGTR 
증기관 방사능 감사기 

원자로건물우회 증기발생기 암력/PHTS 암력 

증기관 방사능 감사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럽 파손 증기발생기 수위 

증기발생기 암력/PHTS 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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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랜드러아 용기가 파손되는 것을 막으면 노외 현상으로 인하여 원자로 건 

물이 위협을 받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는 원자로실 수위뿐이다. 파손을 방지하거나 지연시 킬 수 있다 칼랜드 

러아 용기가 파손되는 것을 막으면 노외 현상으로 인하여 원자로 건물이 위 

협을 받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는 

원자로실 수위뿐이다. 

표 3.4.4-2에 있는 변수들 중에 몇몇은 전략수행제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 

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 원자로건물 격리 변수는 전략수행제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 

는 주제어실에서는 원자로건물 격리 상태를 쉽게 캄시할 수 있지만 비상 

기술지원실에서 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가 상탕히 어렵기 때문이다 

2) 칼랜드러아 용기 수위와 노심 온도는 노심이 칼랜드러아 용기 내에 있을 

때 노심의 상태를 나타낸다. 

3) 핵분열생성불 방출율은 방출 위치에 따라 방출율을 캄시하지 않고 부지 

경계 선량으로 통합하여 캄시하도록 하였다. 완화 05 지침서는 방출 위치 

진단과 방출 위치에 따른 적함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4) 원자로건물 진공은 월성 원전에서는 원자로건물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5) 노심 재임계는 핵분열생성불 경계에의 장기적 위협 요소는 아니다. 노심 

재임계는 노심이 거의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원자로 정지에 필 

요한 농도보다 낮은 붕산수를 노섬에 주입할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비록 

이런 경우일지라도 냉각수 주입율을 조절함으로써 재임계가 일어나지 않 

도록 제어할 수 있다. 

6) 원자로건물 온도는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에 대한 장기 위협이 

다 어떤 중대사고 조건에서는 비쿄적 압력이 낮더라도 원자로건물 온도 

는 높을 수 있다. 노심 콘크리트 반응이 일어나는 사고 시나리오가 이런 

조건이 된다 원자로건물 온도가 높으면 @ 원자로건물 관통부 벌봉 물질 

이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열화가 일어날 수 있고.(2) 원자로건물 내 계 

측기기가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원 

자로건물 온도가 원자로건물 경계를 위협할 만큼 고온이 되면 원자로건물 

압력도 설계 압력보다 높게 된다 원자로건물 고온을 완화할 수 있는 조 

치는 노심 콘크리트 반응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냉각하기 위하여 노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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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파면층을 물에 참기게 하거나 원자로건물 대기를 냉각하기 위하여 원자 

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자로건물 압력과 원자로건물 수위 

가 이미 전략수행제어도에서 감시되고 있고， 원자로건물 고온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는 부적절한 원자로건물 수위와 원자로건물 고압력을 위한 제어 

조치와 동일하므로 원자로건물 온도를 전략수행제어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개를 전략수행제어도에서 발전소 안전 

변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증기발생기 수위 

표 3.4.4-2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에 필요한 발전소 상태 

기준 발전소삿태 변수 
노심 온도 

노심 파면불 냉각 
PHTS 온도 

노심채널 냉각수 재고량 
제어되고 안정된 됨 칼랜 E리아 용기 캄속재 재 
노심 상태 

고량 
RCS 붕소 ‘ 

/ 노섬 미임계 
노내 중성자속 \ 

원자로컨불 열제거 
원자로건물 압력 \\ 
원자로건물온도 

제어되고 안정된 
원자로건물 대기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 

원자로컨불 상태 
연소불가능 원자로건물 합력 

PHTS 저압력 PHTS 압력 

증기발생기 재고량 
증기발생기 재고량 

l제어되고 안정된 전열관 상부 이상 
원자로컨불 격리 상태 핵분열생성불 방 

원자로건물 격러됨 방출불 방사능 준위 
출 소외 방사능 준위 

원자로건물 처압력 원자로건물 압력 
PHTS 저압력 PHTS 압력 

급격한 변화를 방 
PHTS 아냉 PHTS 압력 빛 온도 

지하는 열제거 원자로건물 아냉 원자로건물 압력 빛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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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냉각 여유도 
• 칼랜드라아 수위 

• 원자로실 수위 

• 발전소 부지 경계 선량 

• 원자로건물 압력 

•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 

이들 7개 변수중 다음과 같은 3개의 변수는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로도 

사용된다. 이들 변수는 원자로건물 중대위협 변수로 사용될 때에는 발전소 

안전 변수로 사용될 때와 각각의 설정치가 다르다. 즉， 중대위협 변수로 사 

용될 때에는 발전소 안전 변수로 사용될 때보다 설정치 값이 훨씬 높다. 

• 발전소 부지 경계 선량 

• 원자로건물 압력 

•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 

라. 발전소 변수 감시 우선 순위 

전략수행제어도에서 발전소 변수를 캄시하는 우선 순위는 중대사고가 진행 

될 때 발생되는 시간과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해도를 큰거로 하여 정한 

다. 

사고가 발생한 후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원자로 

건물 중대위협 변수를 캄시한다. 이 시점에서는 핵분열생성불 대량 방출 

(원자로건물 격리 실패 또는 ISLOCA에 의한) 만 발생이 가능하다. 핵분열생 

성불 대량 방출을 감시하고 평가한 후에는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를 

조기에 위협하는 변수를 캄시하고 평가하는 데 높은 우선 순위를 두며， 다 

음 순위로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캄시하고 평가한다.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 

불 경계를 위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변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데에 

는제일 낮은순위를둔다 

원자로건물 건전성을 위협하는 첫 번째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립 파손에 

의한 원자로건물 우회이다 이것들은 증기발생기 수위 유지에서 언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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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발생기 수위를 유지하는 것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립 파손 가능성 

을 줄인다. 첨언하면 증기발생기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는 이미 비상운전절 

차서에 언급되어 있다. 전략수행제어도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조치는 이 

미 취하여졌거나 이 조치를 취할 기기가 이용 불가능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을 것이다. 전략수행제어도의 우선 순위를 보면 중대사고관리 전반에 

걸쳐 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 위협을 고려한 후에는 노심 냉각이 다음으로 중요하다. 노심이 냉각되 

고 있으면 나머지 위협들은 최소화된다. 노심 냉각은 PHTS로 냉각수를 공급 

하거나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음 우선 순위인 원자로실 수위도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설정 

되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원자로실에 충분한 물이 있어서 칼랜드러아 용기 

하반부로 상탕량의 노심용융물이 재배치되기 전에 PHTS 또는 칼랜드러아 용 

기로의 주입을 재확립할 수 없을 때 칼랜드러아 용기 하반부를 물에 잠기게 

하여 외부냉각을 하는 것이다. 칼랜드러아 용기 외부냉각을 하면 칼랜드러 

아 용기 파손을 방지하거나 파손 시점을 지연할 수 있다. 또한 칼랜드러아 

용기가 파손된 이후에는 원자로실에서 노심용융물을 냉각하는 것이다 

원자로건물 핵분열생성불 경계를 조기에 급속히 위협하는 문제들을 감시하 

고 평가한 후에는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음 순위 

가 된다. 핵분열생성불 방출 경로는 원자로건물， 증기발생기， 보조건물 등 

3 가지가 있는 데 이 단계에서는 각 방출 경로별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부지 경계에서의 선량으로 통합하여 캄시한다 

다음 순위는 원자로건물 압력과 수소 농도이다. 이것들은 원자로건물 핵분 

열생성불 경계를 위협하는 데 비쿄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변수들이다. 이 

두 변수는 우선 순위와 설정치를 정하는 데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만약 원자 

로건물 압력이 원자로건물로의 증기 방출로 인하여 상탕히 높다면 원자로건 

물 수소농도는 어떤 상항하에서도 수소 연소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별로 중 

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원자로건물 압력이 낮다면 수소는 연소될 수 있 

으며 수소 연소가 일어날 때의 원자로건물 압력은 원자로건물 경계에의 위 

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형 컨식 원자로건물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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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월성 원전도 대형 건식 원자로건물로서 출력 

에 비하여 원자로건물내 자유체적이 비쿄적 큰 발전소에 속한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서는 원자로건물 압력을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보다 우선 순위를 높 

이 부여하였다. 

다음 단계는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종결해도 되는 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 

전소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 

면 전략수행제어도 감시는 발전소 안전 변수 중 첫 번째 변수인 증기발생기 

수위를 캄시하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정된 상태 

라고 판단되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사용을 종결하고 방사 

선비상계획서에 따라 발전소 회복 조치를 시작한다 발전소가 제어되고 안 

정한 상태인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칼랜드러아 수위 · 노심이 냉각되고 있으며， 더 이상의 노심의 이동이 

없을 것이 예상됨 

• 핵분열생성불 방출: 심각하게 방출되고 있는 핵분열생성물이 없음 

• 원자로건물 압력 : 심각한 핵분열생성불 누설이 없을 것이 예상되고， 

원자로건물 위협까지 여유도가 충분함 

•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 수소 연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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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중수로 개별전략 기술배경 개발 

1. 증기발생기 급수주입 전략 

가. 개요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의 정상운전 또는 사고 시 일차 열수송계통의 열을 제 

거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으나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증기발생기 

에 급수 주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 완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비등에 의한 일차 열수송계통의 직접적인 열 제거 효과 빛 일차계통 캄압 

에 의한 냉각수 공급 가능성 증대 

·증기발생기 전열관 냉각 빛 일차 열수송계통의 고온 기체로 인한 온도 상 

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열관의 크립 파손 방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 사고 시 노심 손상 이후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방 

출되는 핵분열생성물 세정 (scrubbing)효과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 사고 발생시 파손부를 통한 일차 열수송계통 내 

냉각수공급 

일반적으로 사고가 중대사고로 진행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발전소 운 

전원이 비상운전절차서에 의한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이 어려운 상항이지만 

중대사고관리 차원에서 비상운전절차서에서 고려하지 않은 계통을 포함하여 

증기발생기의 급수 주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비상기술지원실은 발전소에 

서 노심 손상이 발생하면 비상기술지원실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사용하여 

원자로 노심을 회복하는 조치를 평가하고 핀고할 책임을 갖는다 비상기술 

지원실이 해야 할 주요 조치 중의 하나는 온도가 높고 급수가 고칼된 증기 

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방안을 평가하는 것이다 

온도가 높고 급수 재고량이 없는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은 사고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것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사고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 

상기술지원실은 대기로 핵분열생성물이 많이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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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을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핵분열 생성불 방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일차 열수송계통 경계를 유지하 

기 위하여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완화 조치 

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사고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지 침서는 

비상기술지원실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계통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과 

제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증기발생기 급수주입 전략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 

향 빛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였으나 본 지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영향을 주 

는 인자 빛 제한사항만을 컴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자 빛 제한사항은 

EPRI TBR[32] 에 정의되어 있는 중대사고 현상에 큰거하고 있다. 상세한 중 

대사고 현상들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으며， 필요시 참고문헌 [32]을 참조하 

면된다. 

나. 기술 배경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시에는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 외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비쿄 컴토하여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증기발생 

기 급수 주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비상기술지원실이 완화-01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1 ) 긍정적 효과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 

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컴토하였다. 

(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경계 보호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파손되면 주증기관의 대기텀프밸브 등을 통하여 핵분 

열생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제작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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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 2.5mm 두께 밖에 안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열관 벽의 캄육과 크 

랙이 생킴으로 인하여 전열관의 두께가 캄소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원인 

으로 전열관의 온도가 높아지고 증기발생기 일차측과 이차측의 압력차이가 

커지면 전열관은 소성 변형되어 크립 파손으로 손상될 수 있다. 

@ 일차 열수송계통 내에서의 자연순환으로 인하여 노섬에 있던 고온의 

기체가 증기발생기로 이동하여 전열관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 노심의 하부에서 생성된 증기는 노심의 상부에 있던 고온의 증기를 

증기발생기로 벌어내어 전열관의 온도를 급격히 증가시킨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 현상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가 있다. 

CD 일차 열수송계통을 캄압하여 증기발생기 일차측과 이차측의 압력 차 
이를 줄인다. 

@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주입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최고 온도가 전 

열관이 파손되는 임계온도에 도달되지 않도록 한다. 

@ 노섬에만 냉각수 주입이 가능할 때는 초기 냉각수 주입량을 작게 하 

여 중기 발생량을 줄인다. 

EPRI TBR[321 에는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차 일차계통 구조물의 크 

립 파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조건에서 구조 

물이 크립 파손될 때까지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한 해석 결과를 기 

술하고 있다. 이 해석에서는 전열관의 온도가 약 815
0
C( 1500

0

F)에 도탈될 때 

전열관이 크립 파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해석 결과에 따르면 증기발 

생기 전열관이 급수로 차 있으면 전열관 표변에서의 핵비등을 통한 전열관 

의 열전달 능력 때문에 전열관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는다. 급수가 채워져 

있는 증기 발생기로 노심의 고온 기체가 흘러와도 전열관 벽을 통한 열전도 

는 전열관 온도를 815 OC (1 500 OF) 이하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급수로 차 있 

는 상태에서 증기 발생기 전열관은 크립으로 파손되지 않는다. 

증기발생기가 급수로 채워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정상운전 때 침식이나 부 

식으로 앓아지지 않은 전열관은 일차계통에서 자연순환이 발생하여도 크립 

으로 파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앓아진 전열관은 일차계통에서 자연순환이 

일어나는 동안에 빠른 비율로 가열되어 쉽게 크립으로 파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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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차 열수송계통의 열제거원 회복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다시 주입하여 일차 열수송계통의 열을 제거하게 되면 

일차 열수송계통의 압력이 캄소하여 일차계통으로부터 상실되는 냉각수 양 

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EPRI TBR에는 노심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을 제거하 

는 냉각수 최소 유량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Wvap로 표시되는 노심의 붕 

괴열 제거를 위한 최소 유량은 붕괴열에 공급된 냉각수의 증발 잠열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Wvap 만큼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하면 노심의 온도가 상승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일차 열수송계통 내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증기발생 

기의 최소 급수 주입량은 Wvap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차 열수송계통 내에서 자연순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섬 

에서 증기 발생기로 열전달 되는 것은 붕괴 열보다 작기 때문에 Wvap와 같은 

양의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량은 노섬에서 증기발생기로 전달되는 열을 제거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차 열수송계통 내에서 강제순환이 복구되면 노심 물 

질의 자체 열용량 때문에 노섬에서 증기발생기로 전달되는 열은 붕괴열을 

능가한다. 따라서 일차 열수송계통 강제순환 동안에도 노섬에서 증기발생기 

로 전달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량은 Wvap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이 배경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증기발생기 급수원은 Wvap를 초과하는 

유량으로 급수할 수 있으므로 일단 급수가 시작되면 일차 열수송계통의 붕 

괴열은 제거가 가능하다. 증기발생기 급수가 회복되어도 일차계통의 냉각수 

가 감소되면 노심에서 증기발생기로의 열전달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노 

심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 휘발성 핵분열생성불 세청 

증기 발생기 전열관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증기관에 

있는 대기 방출밸브를 통해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될 수 있으나 

수위를 전열관의 파손 부위 이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대기 방출량을 캄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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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고 있는 방출 기체는 파손부를 통하여 

증기발생기를 통과하므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게 되면 침전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방출 기체 내의 핵분열생성불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들 과정의 순효과는 방출 기체를 제염하는 것이며， 이들 과정의 효과를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제염계수(DF)라고 부른다. 증기발생기로의 급 

수 주입을 하더라도 불활성기체의 대기 방출은 캄소되지 않는다 

DF와 증기 발생기 수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어 

려운 일이다. 

o DF와 증기발생기 수위의 상관관계는 핵분열생성불 에어로졸 입자 크기의 

함수이며， 중대사고시 에어로졸 입자 크기는 예측이 어렵다. 

o 증기발생기에서 전열관 파손위치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EPRI TBR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수위가 2-3m 만 되면 제염계수가 최대치에 

이르러 수위를 더 이상 올려도 제염계수는 별 변화가 없다. 따라서 증기발 

생기 최소 허용수위는 전열관 판(tube sheet) 상부 1. 83m( 6ft) 이다. 이 수 

위에서 핵분열생성물을 최대한으로 세정할 수 있다. 

( 라) 일차 열수송계통으로의 냉각수 주입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기발생기로의 냉각수를 주입 

하게 되면 전열관 파손부를 통하여 급수를 일차 열수송계통으로 주입할 수 

있다. 전열관 파손부를 통하여 냉각수를 일차 열수송계통으로 주입하기 위 

해서는 일차계통 압력이 증기발생기 합력보다 낮아야 한다. 즉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나 인위적인 일차계통 캄압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일차 열수송계 

통으로 냉각수가 주입되면 손상된 노심의 냉각이 가능하고 일차계통에 자연 

순환이 발생하여 증기발생기가 열제거원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2 ) 부정적 영향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대기로의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사고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갖고 있다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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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가) 증기발생기 열충격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증기발생기 급수가 고갈되어 전열관의 온도가 

538
0
C (1 OOOoF ) 이상이 되었을 때 찬 급수를 주입하면 전열관과 다른 부품들 

의 열응력이 증가되며 이에 의해 증기발생기의 웰이나 전열관이 파손될 수 

있다.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증기발생기 웰 측이 손상되면 증기발생 

기로 주입되는 급수량이 감소되고 원자로건물로 직접 방출되는 급수량이 증 

가하며， 전열관이 파손되면 주증기관에 있는 대기텀프밸브 등을 통하여 핵 

분열 생성물이 원자로건물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가 고온이고 급수가 고칼된 상태는 전열관의 온도가 288
0
C 

(550
0

F) 이상이고 웰 측에 급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온도는 열충격 

에 의한 응력으로 증기발생기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게 설정되 

었다. 증기발생기 구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온도가 288
0
C (550

0

F)인 상태에 

서 증기발생기 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곳은 증기발생기 웰이며， 전열 

관과 전열관 판의 건전성은 열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 구조 분석은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온도에서 

수행되지는 않았으며， 전열관이 건전하다는 결론이 중대사고 영역까지 해탕 

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열충격에 관한 연구 결과 

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고관리지침서에서는 증기발생기에 급수할 때 전열 

관이 열응력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 초기에는 급수량을 

다소 적게 제한할 것을 핀고한다. 열응력이 전열관을 손상시켰다면 다른 증 

기발생기에 급수를 해야 한다 비상운전절차서에서는 노심냉각이 되지 않으 

면 노심손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가능한 최대량으로 주 

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관리지침서에서는 이미 노심이 손상되었기 때문 

에 원자로건물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열응력에 의하여 증 

기발생기 전열관이나 다른 부품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기 

급수 주입량을 100g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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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운전절차서에서는 고온관의 온도가 288
0
C (550

0

F)로 캄소될 때까지 증기 

발생기 급수량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중에는 고온관의 온도를 이용 

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온도를 유추할 수 있지만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증기가 고온관에서 노심으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온도가 288
0
C (550

0
F) 이하일 때도 고온관의 온도는 371 OC (700

0
F)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급수를 100gpm 이하로 주입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를 빨리 재충수 시켜야 하는 것과 증기발생기 

에의 열응력을 최소화하여야 되는 두 가지 문제를 잘 조화시키는 것으로써 

주입량을 100gpm 이하로 주입하는 기간을 10분 정도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온도가 초기에 5380C (1 OOOOF)보다 낮다면 

288
0
C ( 550

0
F ) 이하로 캄소될 것이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온도가 초기에 

5380 C (1 OOOoF )보다 높다면 초기 급수량을 적게 하여 냉각율을 작게 함으로 

써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열응력을 캄소시 킬 수 있다 증기 발생기 전열관 재 

질은 연성이므로 설흑 전열관 온도가 288
0

C 이상이 되어도 이때 발생하는 

열응력을 견딜 수 있다. 

(나)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열관이 파손되었거나 누설이 있는 중기발생기를 격리하였을 때 이 격리된 

증기발생기에 냉각수를 주입하면 주입된 냉각수의 비등으로 인하여 압력이 

상승하고 주증기관에 있는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증기발생기에 있던 핵분열 

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될 수 있다. 또한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로 

급수가 시작되기 전에 증기발생기를 캄압하면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 

를 통하여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될 것이다. 증기발생기 내에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를 알 수 없으면 이 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우나 증기발생기 급 

수 주입을 통하여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 

비상기술지원실은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와 건전한 증기발생기 중에서 

어떤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할 지 결정해야 한다. 비상기술지원실은 핵 

분열생성물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 증기발생기 급 

수 주입 전략을 선정해야 하며， 적어도 한 개의 건전한 증기발생기가 일차 

계통 냉각을 위해 이용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증기 발생기 급 

수 주입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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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기발생기부터 시착하여야 한다.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가 격리되 

어 증기발생기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방출이 심각하지 않으면 비상기술지 

원실은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에서의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건전한 증기발생기에 재급수하여 일차 열수송계통을 냉각하고 캄압을 시작 

한다. 또한 일차 열수송계통의 냉각은 일차 열수송계통의 배관에 부착된 핵 

분열생성물의 재증기화를 예방하여 파손된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핵분열생성 

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캄소시킨다. 파손된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핵분 

열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이 심각하면 비상기술지원실은 건전한 증기 

발생기에 급수 주입을 시작한 후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이 세정될 수 있도 

록 파손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불활성기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방출을 중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건전한 증기발생기를 이용하여 일차 열수송계통을 캄압하여 일차측에서 이 

차측으로의 누설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침서에서는 항상 건 

전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을 핀고한다. 일단 건전한 증기발생 

기에 급수가 주입되어 일차 열수송계통이 캄압되면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 

생기로도 급수 주입을 시도한다. 이때 일차 열수송계통 압력은 핵분열생성 

물이 주증기관에 있는 안전밸브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대신에 파손부를 

통하여 일차 열수송계통으로 역류되도록 파손된 증기 발생기 압력 이하로 캄 

압시킨다. 이와 같은 일차 열수송계통 캄압은 증기발생기를 캄압시켜 핵분 

열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온도가 815
U

C (1500
U

F) 이상으로 높고 증기발생기 일차 

측과 이차측과의 압력 차이가 약 34기압(500psi) 이상이면 전열관이 소성 

변형 인 크립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증기 발생기 전열관은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경계가 되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열관의 건전성 유지는 중대사고 관리의 목표이다. 저압 급수원으로부터 냉 

각수 주입하기 위해서 급수가 고칼된 증기발생기를 캄압하면 일차측과 이차 

측과의 압력차이 증가는 전열관의 크립 파손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증기발 

생기에 어느 정도 급수가 있으면 전열관의 온도를 약 260
0
C (500

0
F)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급수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는 증기발생기의 전 

열관은 크럽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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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TBR 부록 I에는 일차 열수송계통 기기들의 크립 파손에 대하여 기술하 

고 있다. 이 부록의 그럼 1.2는 전열관 온도와 증기발생기 일차측과 이차측 

의 압력 차이에 따라 인코넬 600 전열관의 파손 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일차측과 이차측의 압력 차이가 

1200psid (8MPa) 일 때에는 전열관 온도가 크립 파손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일차측과 이차측 압력차이가 2300 psid 

(16MPa) 이상일 경우에도 전열관의 온도가 크립 파손이 되기 전에 

8150 C(1 5000F)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가 관심사이다. 전열관 온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일차 열수송계통의 강제순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전 

원상실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시 일차 열수송계통의 압력조절이 가압기 안전 

밸브에 의하여 될 때는 고온관과 가앙기 벌럼관의 온도가 상승하여 증기발 

생기 전열관이 크립 파손되기 전에 고온관이나 벌럼관이 먼저 크립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는 

전열관이 열화되었을 때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높아서 증기발생기를 캄압 

하더라도 즉시 크립 파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기발생기를 캄압하더 

라도 크립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 특히 전열관의 

온도가 높을 때는 더욱 보장할 수 없다. 만일 1개의 증기발생기가 크립 파 

손에 의해 손상이 되었다면 손상된 증기발생기는 격리하고， 건전한 증기발 

생기를 캄압한다. 일차 열수송계통 압력은 손상된 증기발생기 압력 (주증기 

관에 설치된 안전밸브 설정치 (월성원전의 경우 약 740-760 psia) 까지 떨어 

지므로 건전한 증기발생기를 캄압하더라도 일차 열수송계통과 건전한 증기 

발생기와의 압력차이가 설정치 이하가 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일차 열 

수송계통과 증기발생기 압력차이가 약 1200psid(807] 압)보다 낮을 때는 크 

립 파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증기발생기에서는 크립 파손이 일어날 

수가 없으며， 건전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전략 수행으로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이 크립 파손되는 

것은 이 전략의 부정적 영향이다. 일차 열수송계통의 캄압과 고압 급수 흡 

입원으로부터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저압 급수 흡 

입원으로부터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를 캄압할 

경우에는 일차측과의 압력 차이가 커져서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이 파손될 가 

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비상기술지원실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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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 열수송계통 캄압과 같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일차 열수송계통이 캄압될 때까지 증기 발생기 캄압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는 계통이 압력이 경수로보다 낮기 때문에 전열관의 크립파 

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온이고 급수가 고칼 

된 증기발생기를 캄압하기로 하는 결정은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 

되어 공중의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그 결정을 하는 책임은 비상기술지원실에 있 

다. 

(라) 전열관 파손이나 누설이 있는 증기발생기 캄압시 핵분열생 

성불방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기 위하여 전열관이 파손되었거나 누설이 있는 

증기발생기를 캄압할 때는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될 수 있다. 전 

열관이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캄압하는 것은 초기에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증 

가시키지만 급수 주입에 의해 핵분열생성물을 세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 

기적으로는 효과가 좋게 된다. 전열관이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감압하는 경 

우에 비상기술지원실은 핵분열생성물이 소내외로 방출되는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즉， 주증기관에 있는 대기텀프 밸브를 개방했을 때 풍향 둥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멈프 밸브를 사용하였다면 핵분열 생성 

물의 소내 방출은 풍향과 용속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건물의 공기 주입구 

가 대기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한 풍향의 가장자리에 있다면 이 바 

람이 지나갈 때까지 공기 주입구를 받아야만 한다. 터빈 우회 대기밸브나 

터빈 우회 복수기 밸브를 사용하여 증기발생기를 캄압하였다면 핵분열 생성 

물이 터빈 건물이나 복수기 등에 핵분열생성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 의사 결정 내용 

완화 01 지침서는 중대사고 동안 증기발생기 전열관 최상부 이상까지 증기 

발생기 수위를 복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한다. 완화-01 

지침서에 포함된 의사결정 과정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경로의 결정，(2)급수 주입 제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증기발생기에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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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입할 것인가의 결정，(3)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전략의 부정적 영향이 

수용 범위 내에서 발생할 것인가의 결정，@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전략이 

사고 완화에 성공적일 지의 결정이다. 

(1) 주요 조치사항 

o 가용한 중기발생기 급수 주임 수단 파악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방안은 보조급수 펌프의 작동， 주급수 펌프 

의 작동， 비상급수 펌프의 작동， 중력배수 둥이 있다. 보조급수 펌프는 원 

자로 정지 후 증기발생기 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등급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서를 수행할 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 펌프들도 

손상되었을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제어실에서는 이 지침서 

를 사용할 때까지 펌프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지침도 없다. 증기발생기 급 

수 펌프를 작동하는 필요 조건은 각 펌프 별로 개발되어 왔으므로 비상기술 

지원실은 어떤 펌프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지와 펌 

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발전소 조건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 지 결정해 

야한다. 

증기발생기의 높은 압력 때문에 급수를 주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기발생기 

를 캄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통에 대하여 컴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 

기텀프밸브 둥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를 캄압하는 경우에 필요한 발전소 조 

건들이 개발되었다.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중대사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략수행제어도 또는 직전에 수행중 

이든 전략으로 되돌아간다. 

o 죽기밤셋기 극수 주언 엿한 렷가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증기 발생기 급수 주입의 회복은 사고의 진행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영향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 방지， 전열관 파손부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세청， 일차 

열수송계통의 캄압과 열제거원 회복 둥이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증기발 

생기 급수 주입 전략을 시도할 때 증기발생기를 손상할 가능성， 급수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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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행으로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증기 발생기 급수 주입 전략을 수행하기 전에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증가 또 

는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전략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복구 조치에 미치는 

악영향 둥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각 부정적 영향의 평가 

수단은 지침서에 첨부된다. 어떤 부정적 영향이 클 때는 부정적 영향의 크 

기를 캄소시키는 완화 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완화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캄소시키지 못하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증 

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와 급수를 주입하였을 때 

의 부정적 영향과 비쿄하여야 한다. 

o 죽기밤셋기 극수 주언 효과 확인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이 잠재적 위협을 캄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이 

수행되고 난 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침서에 언급된 부정적 영향들이 컴토되어야 한 

다. 만일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다 크다면 발전소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른 완화 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부정적 영향이 확인 

되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 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의 적합성이 컴토되어야 한다. 일단 부정적 영향이 

처리되고 나면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율의 적절성을 컴토해야 한다 

o 중기발생기 급수 주임에 따른 장기 관섬 사항 확인 

일단 증기발생기에 급수가 주입되고 단기적 영향이 완화되고 나면 장기적 

영향이 컴토되어야 한다 지침서에 적용되는 장기 관심사항은 급수 주입 시 

작 후 수 시간 경과한 후 발생할 수 있다 

(2 ) 주요 결정사항 

완화 01 지침서의 복구지침은 발전소 빛 사고 진행의 특성에 큰거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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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항에 대한 사엄자의 의사 결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사엄자의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o 중기발생기 급수 주임 수행 여부 결정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 전략을 수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있고 이 전략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고를 완화할 수 없다면 비상 

기술지원실은 이 전략 시작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를 결정 

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큰거를 두고 결정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에 의해 실현 가능한 이익 

-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시 부정적 영향의 정도 

- 증기발생기 급수 주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 수위를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는 증기발생 

기 급수 주입 전략의 부정적 영향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비상기술지원실은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 

야한다. 

o 어떠 죽기밤셋기에 극수함 켓<'1 1 가의 컬첫 

증기발생기는 현재의 상태에 따라 건전 (intact ), 고장( faul ted ), 전열관 파 

손(ruptured)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증기발생기와 관련된 

배관의 건전성에 큰거를 두고 있다. 증기발생기와 관련된 배관에 칼라진 틈 

이 없으면 건전한 증기발생기이다. 고장난 증기발생기는 주증기관과 주급수 

관 빛 보조급수 계통과 증기발생기 ;쥐출계통 배관 등의 이차측 압력경계와 

상호 연결된 배관에 칼라진 틈이 있는 경우이다. 전열관 파손 증기발생기는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칼라진 틈이 있는 경우이다. 

완화 01 지침서 목적중의 하나는 모든 증기발생기 수위를 전열관 최상부 이 

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가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첫 번째로 어떤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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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서논 건전， 고장， 전열관 파손 증기발생 

기 순으로 급수를 주입할 것을 미리 결정하였다. 건전한 증기발생기에 처음 

으로 급수를 주입하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증기발생기에 급수하는 것은 전열관을 보호하고 전열관이 파손되는 것 

을방지함 

건전한 증기발생기는 핵분열생성물을 대기로 방출시키지 않고 일차 열 

수송계통을 냉각하고 캄압할 수 있음 

고장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건전한 증기발생 

기에 급수를 주입하는 것보다 우선 순위가 낮다. 고장난 증기발생기에 급수 

를 주입하는 것은 손상 부위를 통하여 급수가 상실되는 상태에서 증기발생 

기 수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이를 통하여 일차 열수송계통을 

캄압하고 냉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로 급수 

를 주입하는 것은 파손부를 통하여 증기 발생기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이 

대기로 직접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순위가 가장 낮다. 건전하거나 고장난 

증기발생기로 급수하거나 일차 열수송계통의 캄압을 통하여 핵분열 생성물 

의 방출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일차 열수송계통 압력이 증기발생기 주증기관 

에 있는 안전밸브의 개방 압력보다 낮으면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로 

급수할 수 있다 이 때는 증기발생기 압력이 일차 열수송계통 압력보다 높 

기 때문에 일차 열수송계통으로부터 원자로건물로 압력 누설이 있을 수 없 

고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의 안전밸브가 개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2. 열수송계통 냉각수 주입 전략 

가. 개 요 

중대사고는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발생한 

다.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붕괴열은 연료 채널 내의 냉각수를 고칼시키고， 

과열된 핵연료는 칼랜드러아 관 외벽을 통하여 캄속재에 전달되어 제거된 

다. 캄속재 수위가 낮아져 칼랜드러아 관이 노출이 되면 더 이상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핵연료는 용융되고， 이후 칼랜드러아 관을 녹인 후 칼랜드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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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하부 쪽으로 재배치되게 된다. 연료 채널 내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 

이 과열된 핵연료의 냉각을 회복하고 사고를 종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 

단이다 연료 채널이 완전히 냉각될 때까지는 발전소가 사고로부터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후 노심이 용융되는 것은 운전원이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노심 냉각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음에 틀럼없다. 노심이 부적절하게 냉각되 

었을 때， 비상운전절차서에서는 운전원은 안전주입 유량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고， 안전주입이 될만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일단 노심이 용융되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에 따라서 회 

복조치들을 평가하고 핀고할 책임이 있다 비상기술지원실이 평가 해야할 

일 중의 하나가 냉각수가 고칼된 고온의 노심 내에 냉각수를 주입하도록 하 

는것이다 

온도가 높고， 냉각수가 고칼된 건조한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한다는 것은 사 

고 진행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은 핵분열생성 

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가속시켜 사고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도 된다 그러므로， 비상기술지원실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노심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 

하여야 한다. 노심에 주입되는 냉각수는 그 양이 아무리 작아도 주입을 하 

지 않는 것보다 좋으므로 이 지침서에는 주입유량의 최소치에 대하여는 아 

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다. 이 지침서논 노섬에 냉각수를 주입할 때 예상되 

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지침과 냉각수 주입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기 

술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서에는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계통들 

을 파악하여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상기술지원실은 어떤 경로가 냉각 

수 주입에 이용 가능한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비상기술지원실의 지시에 

따라 주제어실에서 노섬에 냉각수를 주입한 후 발전소 위협이 해소되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하여 노심 냉각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다음 장에서는 열수송계통 냉각수 주입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 

향 빛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였으나 본 지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영향을 주 

는 인자 빛 제한사항만을 컴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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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배경 

중대사고시 노심내 존재하는 열을 장기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노 

심을 물로 채우는 것이다 과열된 노섬에 냉각수를 주입하면 급격하게 수증 

기가 발생되면서 노심의 현열을 제거하게 된다 만일 노섬에 주입된 유량이 

충분히 크다면， 노심은 결국에는 완전히 침수될 것이고， 노심으로부터 발생 

되는 열을 물에 전달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게 된다. PHTS 냉각수 주입은 

PHTS 냉각수 주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 영향이 있 

기 때문에 PHTS 냉각수 주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를 비쿄 컴토하여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은 PHTS 냉각수 주입 

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들이며， 비상기술지원실이 완화-02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1 ) 긍정적 효과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PHTS에 냉각수를 주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인 효과에 대해서 컴토하였다. 

(가) 고온 노심 냉각 회복 

만일 노심이 건전하고 냉각수로 충분히 채워져 있다면， 노심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노심 냉각은 충분하다 그러나 노심에 냉각수가 없다면， 노섬 

에서 발생된 붕괴열이 제거되지 못하여 열수송계통으로 냉각수가 주입될 때 

까지 노심의 온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냉각수가 주입될 때까지 노 

심은 가열되고， 용융이 된 후에는 칼랜드러아 하부로 재배치될 것이다 노 

심이 용융되어 하부로 재배치될 때 하부에 있는 핵연료채널 사이에 잠시 모 

이거나 바로 칼랜드러아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부 핵연료채널 사이에 일시 

쌓인 노심용융불도 결국에는 칼랜드러아 바닥에 쌓이게 된다. 

노심이 용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조기에 냉 

각수를 노심 내로 주입하는 것이다. 주입된 냉각수는 고온의 노섬에 의하여 

증기로 변한다. 노심 내 열은 냉각수를 증기로 만들면서 제거되며 또한 증 

기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주입한 유량으로 발생된 붕괴열 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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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열량을 제거할 수 있다면， 노심은 궁극적으로 냉각될 것이다. 노심이 

용융된 후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하게되면 주입된 냉각수는 용융된 채널을 

통해 칼랜드러아에 모이게된다. 칼랜드러아에 있는 냉각수는 아직 용융이 

안된 핵연료채널들을 냉각시키고， 칼랜드러아 바닥에 쌓인 노심용융물을 냉 

각시킨다. 

노심을 냉각시키기에 필요한 최소유량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 

은 요인 때문에 어 렵다. 첫째， 노심손상이 진행되는 도중 핵분열 생성물이 

노심 영역으로부터 다랑 방출된다 이에 따라 노심에서의 붕괴열이 줄어든 

다. 둘째， 노심내에 붕괴열 외에 다른 열원이 존재한다. 이런 열원으로는 

피복관(Zr) 또는 압력관(Zr) 산화와 같은 발열반응 둥이 있다. 셋째， 노섬 

에서 냉각수와 수증기로의 열전달은 열전달 표면적에 따라 다른 데 노심이 

용융되면 열전달 표면적이 달라지게된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들 때문에 생 

기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큰사적으로 노심 냉각에 필요한 최소유량은 붕괴 

열 발생율을 유입되는 냉각수가 증발되는 데 필요한 열로 나눈 값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즉 노섬에 주입된 냉각수는 노심출구에서 모두 수증기로 변하 

는 것으로 가정하고， 따라서 노심 수위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유랑 Wvap는 

정상상태 조건에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심의 현열 때문에 과열된 노 

심으로 냉각수가 맨 처음 주입될 때에는 최소유량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지침서에서는 일단 노심 냉각이 된 후에 붕괴열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유량으로서 Wvap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산표 01 , “장기붕괴열 제거를 위한 

냉각수 주입융”을 참고로 하였다 

주입된 냉각수 유량이 붕괴열을 제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냉 

각수 주입에 의해 최소한 노심내 열 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사고진행 속 

도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노심에 소량의 냉각수 (Wvap 보다 적은)라도 주 

입할 경우， 핵연료채널들이 손상되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 만일 고온 

의 노섬에 냉각수 주입할 때 예상되는 수소 발생 때문에 주입유량을 최소로 

유지해야되는 제한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심 냉각을 회복하고 핵 

연료채널의 파손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무리 

척도라도) 냉각수를 즉시 주입해야 한다 

노심을 냉각시키기 위한 완화 02 에 제시된 전략 중의 하나가 열수송펌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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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기동 하는 것이다. 열수송펌프 입구배관(cross-over leg)에 물이 있을 

때 열수송펌프를 순간기동 함으로써 노심 영역으로 입구배관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PHTS내 냉각수에 이미 많은 기포가 존재한다면， 열수 

송펌프 순간기동에 의해 노심 쪽으로의 입구 배관내 물을 주입하는 것은 노 

심을 직접적으로 냉각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고 단지 짧은 단기 

적인 해법인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수송펌프 순간기동은 노심 냉 

각과 관련하여 냉각수 주입이외에 또 다른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 증 

기발생기 전열관 상부에 축적된 비웅축성가스가 열수송펌프 순간기동으로 

인하여 전열관로부터 빠져 나오게 된다 증기발생기에서 비웅축성가스를 제 

거하면 이후 PHTS가 냉각수로 차게되면 PHTS내 자연순환이 잘 일어나게 된 

다. 둘째， PHTS가 대부분 충수되었다면， 열수송펌프를 순간기동 함으로써 

손상된 노심의 기하학적 형태가 변화되어，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이 어려운 

형태에서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이 가농한 형태로 변화될 수도 있다. 셋째， 

열수송펌프를 순간기동 함으로써 유로 봉쇄가 심하게 된 노심과 노심 파면 

층으로부터 열을 더욱 더 잘 제거하게 된다. 이는 열수송펌프 순간기동으로 

인하여 노심을 통과하는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나) 핵분열생성불 세청 

핵연료채널이 냉각수로 채워져 있다면 손상된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 

열생성불 (휘발성 빛 비휘발성 모두)은 냉각수에 의해서 상탕량이 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방출되는 불활성 가스는 냉각수에 의해서 세정되지 않는다 

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국 대기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총 

양은 상탕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고관리에서 매우 중요 

하다. 

(다) 핵분열생성불 재증발 방지 

핵분열생성불 재증발 방지와 관련된 현상이 EPRI TBR[321 에 기술되어 있다. 

핵분열생성물이 노섬에서 방출되면， PHTS의 다른 부분으로 이송된다 핵분 

열생성물 에어로졸은 침전， 충돌 등을 통하여 배관 내부 표변에 축적된다. 

핵분열생성물이 붕괴됨에 따라 열수송계통 배관 온도는 증가하게 되고， 증 

기압이 낮은 에어로졸(Cs ， Iodine , CSOH , Sr 동)은 재증발하여 원자로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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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또는 누설 등을 통하여 직접 원자로건물 외부로 방출될 수도 있다. 

열수송계통 배관의 열제거가 가능하면， 배관내 핵분열생성물은 재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열수송계통 배관온도가 약 540
0
C (1 OOOOF) 이하일 경우에는 배 

관내 침적된 핵분열생성물은 재증발되기 어렵다. 열수송계통 배관의 열은 

자연 현상(대류 또는 복사)에 의하여 원자로건물 대기로 방출되어 제거되거 

나 열수송계통으로 냉각수를 주입하여 제거할 수 있다 PHTS 고온관 온도를 

5400 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유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Wvap의 

약 70%이다. 

(2 ) 부정적 영향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PHTS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 

들이 있지만 대기로의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사고 진행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갖고 있다 PHTS에 냉각수를 주입할 때 생기 

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기 주입 유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PHTS에 냉각수를 주입한 후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가속시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가) 노심 재충수시 수소 생성 

핵연료채널내 수위가 낮아져 핵연료가 수증기에 노출됨에 따라， 핵연료는 

가열되고 핵연료 피북관(Zr)은 고온 수증기에 의하여 산화될 것이다. 산화 

반응 속도는 포불선 형태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핵연료 피복관 온도가 약 

980
0
C (1 800"F)에 도달하면 산화 반응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난다. 산화 반 

응이 일어날 때 수소가 발생되는 데， 이 수소는 열수송계통 배관 내에 축적 

되거나 (PHTS가 건전할 때). PHTS 배관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자로건물 내 

에 축적된다. 만일 원자로건물 내에 축적된 수소가 연소 조건이 만족되어 

임의의 첨화원에 의해 연소되면 원자로건물 손상이 유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자로건물로부터 대기로 직접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될 수 있다. 따라 

서 중대사고시 노심으로부터의 수소 생성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어야한다. 

피복재 산화반응은 수증기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증기를 없애면 

피복재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핵연료채널 내의 수위가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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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 하부에 도달하고 수증기 발생량이 캄소하면 피복재 산화율도 역시 캄 

소한다. 그러나 PHTS에 냉각수가 다시 주입되면 주입되는 냉각수가 고온의 

핵연료와 반응하여 급속히 증기를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 

복재가 산화되어 수소가 발생하게 된다. 주입유량을 최대로 하면 미반응 피 

복재의 냉각이 빨리 이루어져서 수소 발생이 최소화된다. 또한 핵연료가 용 

융되면 수증기에 노출되어 산화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피복재의 표면적이 

상탕히 캄소될 수 있다. 

수소생성에 대한 재충전 유량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TBR에서는 BWR 

Mark III 원자로건물 인허가를 위하여 Hydrogen Control Owner Group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32l. 두 가지 주입 유량율 (150 gpm. 5000 

gpm)에 대하여 수소 생성양을 분석한 결과 5000 gpm 유량율에서는 150 gpm 

유량율보다 초기에는 수소 발생율이 높았으나 총 수소 발생량은 적었다 그 

러므로 고유량으로 주입하는 것이 재충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총 수소 발생 

량을 줄일 수 있다. 

저유량에서는 추가적으로 25%의 피복재가 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입된 

냉각수로 인하여 과열된 핵연료의 열을 일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칼랜드 

러아관의 손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 칼랜드러아관 손상을 지연시킨다는 것 

은 사고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이 지침서에서는 수소 생성 문제 때문에 최저 주입 유량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지침서에서는 핵연료채널에 냉각수를 주입할 때 발생되는 최대 

수소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과， 수소가 모두 연소될 때 원자로건물 압 

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수소 농도의 최대치로는 원자로건물 

의 수소농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수소농도에 피복재가 25% 더 산 

화했을 때 발생한 수소량을 더한 값을 사용하고， 원자로건물의 수소농도를 

모를 경우에는 총 피복재 산화가 75% 산화하였다고 가정하고 최대치를 계산 

한다. 

(나) 열수송계통 냉각수 주입 직후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고온(1500"F)하에서 1차측과 2차측의 압력 차이가 클 

때(약 500 psid).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소성 변형인 크립 파손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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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핵분열생성물의 경계이므로，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사고 관리의 

주요 목적중 하나이다. 

핵연료채널에 축적된 고온가스(3000 0F)를 증기발생기로 유입시키면 전열관 

온도는 즉시 크립 파손 제한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PHTS로 냉각수 주입이 

시작될 때 또는 열수송펌프의 재기동시에 증기발생기로 고온의 가스가 유입 

된다. 노섬에 유입된 냉각수가 순간적으로 기화되어 핵연료채널에 있는 고 

온의 가스를 원자로출구모관으로 벌어 낸다. 핵연료채널에서 계속하여 증기 

가 발생하면 핵연료채널내의 가스는 원자로출구모관으로 빌려가고 이어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빌려가게 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벽이 앓기 때 

문에 이 경우 전열관은 수초이내에 급격히 가열되어 손상될 수 있다. 

PHTS로 냉각수를 주입할 때 전열관의 크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CD전열관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한다. 

@혈수송계통내의 보온 가스가 PSV나 파손부위로 방출되토록 주엄유량을 

제한한다. 

유량제한을 하면 PHTS는 전열관 크립 파손이 발생될 정도로 재가압 되지 않 

는다. 고온의 가스가 증기발생기 전얼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초기 주입 유량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이 지침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열수송펌프를 순간기동할 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 중 하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에 급 

수를 주입하는 것이다. 증기발생기내 수위를 8. 6ft로 유지하면 열수송펌프 

를 순간기동할 때 전열관의 크립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온도 제한치 이하 

로 전열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노심으로부터 증기발생기로 흐르는 고온의 가스유량을 예측하는 것은 전산 

코드에서도 쉽지않다. 이는 고온의 가스가 원자로출구모관 그러고 증기발생 

기로 유입하게 될 때， 전산코드에서는 각 노드에서의 불성치로 기존의 불성 

치와 유입된 가스의 불성치를 합하여 평균한 불성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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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다 낮은 온도를 예측한다. 따라서 이 런 전산코드에서는 크립 파손을 예 

측하지 않는다. 

노섬에서 발생된 가스가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유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입이 시작될 때 PHTS에 대한 에너지 평형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PHTS 

고온관이 파손되거나 PSV가 열려있다면， 주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고온의 

가스중 일부가 파손부위를 통하여 빠져나가게 된다. 노섬에서의 증기 발생 

율이 충분히 척을 경우에는 노심의 고온가스 대부분은 증기발생기로 가지 

않고 파손부위를 통하여 빠져나간다. 따라서 노섬에서 발생된 고온의 가스 

양보다 파손부위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으면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크립 

파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PHTS가 건전할 경우나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경우에는 1차측과 2차측과의 압 

력차이가 500 psid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형 또는 대형 냉각재상실 

사고 경우에는 파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냉각수 주입이 처음 시작할 때 

PHTS는 재가압되지 않고， 따라서 증기 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크립 파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는 소형 냉각 

재상실사고시 냉각수 주입양이 최대로 되어 PHTS 재가압을 야기할 경우 또 

는 과도상태시 초기 주입량에 의해 생성되는 수증기량이 가압기 안전밸브 

용량을 초과할 경우이다. 

(다) 원자로건물 침수 

기기 손상이나 보조건물로의 핵분열생성불 방출 위험 때문에 비상노심냉각 

계통을 재순환모드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EWS를 사용하여 열수송계통에 

계속하여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자로건물내 수위 

가 계속 증가하고， 발전소 회복에 필요한 기기들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원자로건물 수위와의 체적과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면 원자로건물 수위 

증가는 원자로건물 내로 주입된 냉각수 양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지침서에서는 언제 원자로건물이 침수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계산표 

02. “원자로건물 수위 빛 체적”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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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불충분한 ECCS 수원 

원자로건물 배수조는 냉각재 상실시 장기간 PHTS로의 냉각수 주입원으로 이 

용되도록 설계되었다 ECCS의 재순환보드에서는 안전주입펌프는 다우정탱크 

로부터 격리되고 저압안전주입펌프가 원자로건물 배수초로부터 냉각수를 흡 

입하게 된다. 사고시 ECCS의 재순환운전이 가능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 

은 밸브 고장， 저압안전주입 펌프 고장， 원자로건물 배수조 내 냉각수 부족 

(원자로건물 우회로인한 원인) 둥이 일어날 때이다 원자로건물 배수조가 

ECCS의 펌프 흡입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외부의 공급수원(비상급수)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지침서의 주목적은 노심을 냉각수로 재충수시키는 것이다. 노섬에 축적 

되어 있는 열 때문에 노심을 재충수하는 데 필요한 유량은 Wvap보다 커야한 

다 Wvap 이상의 유량을 주입할 수 있는 흡입원으로는 다우정탱크， 원자로 

건물 배수조 그러고 비상급수수조가 있다. 원자로건물 배수조를 흡입원으로 

사용할 경우. PHTS로 주입된 냉각수는 PHTS의 파손된 부위를 통하여 배수초 

로 다시 모인다 비상급수수조는 원자로건물 외부에 위치한 무한대의 수원 

이다. 그러므로 이 지침서에서는 냉각수 흡입원으로 다우정탱크만 언급한 

다. 

노심을 재충수하기 위해 필요한 냉각수의 체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들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첫째， 노섬에 축적된 에너지， 둘째， 노섬에서 발 

생되는 붕괴열， 셋째， 노심으로 주입되는 주입 유량이다. 계산표 01에 의하 

면 월성 원전의 경우 사고초기에는 만일 150 gpm 이하로(Wvap보다 적음) 냉 

각수를 주입하면 노심은 재충수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노심을 재충수 시키기에 충분한 냉각수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입을 수행하 

면， 단지 수소와 수증기만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서 

에서는 펌프의 공동현상 문제와 관련될 때를 제외하고는 다우정탱크 수위가 

주입을 해서는 안되는 최소 수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우정 

탱크 수위가 노심을 재충수 시킬 수 없는 낮은 수위에 있다면， 펌프 공동현 

상에 의한 펌프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원을 배수초로 바무거나 펌프를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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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조건물 거주성 

PHTS로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해 ECCS를 재순환모드로 운전하면，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다량으로 원자로건물 외부로 흐르게 된다 보조건물 내의 

ECCS의 펌프 빛 배관 주위는 차폐 정도에 따라 작엄자의 거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심이 손상된 후 재순환운전을 하게 되면 보조건물 내 

로 작엄자가 접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의 위협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 

기를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Ref##4에 의하면 RHR 운전시 피북재 간극에 존재하는 방사능 양의 10%가 방 

출된 경우. RHR 배관 주위의 선량율이 1O ~100 Rem/hr 가 되고， 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의 1%가 방출되었을 경우는. RHR 배관 주위의 선량율이 1000 

Rem/hr 가 된다. 위 두 경우는 RHR 계통에 누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며， 

만일 누설이 있을 경우에는 RHR 계통으로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되게 된다. 

일단 재순환운전을 하면 ECCS 펌프 주위 지역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상주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조건물에서 보수 작엄중인 작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는 간면히 설치할 수 있는 차폐체를 마련하거나， 작엄자가 있는 곳 

(또는 건물 밖으로 나올 때 통과하는 곳)이 고방사선에 노출될려고 할 때 

작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차후에 그 지역에 출입이 필요할 경우 

차폐체를 설치하여 해탕 지역에 작엄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자로건물이 침수될 때를 제외하고는 ECCS 재순환운전은 어떠한 사고시에 

도 노심의 장기 냉각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보조건물 

거주에 관련된 부정적 영향들은 언급되어야 하고， 이 부정적 영향들은 재 

순환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들 보다 낫게 된다. 

( 바) 열수송펌프 벌봉 손상 

벌봉냉각 없이 열수송펌프를 기동하게 되면 벌봉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파손 부위를 격리할 수 없게 된다. 파손 크기는 착을 수도 있고， 

높은 온도로 인하여 열수송펌프 축이 뒤틀리게 될 때에는 파손 크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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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 수 있다. 열수송펌프 벌봉 손상으로 인하여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하 

게 된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PHTS가 

캄압됨에 따른 많은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손으로 인하여 노심에 

도달하는 냉각수 양이 줄게 된다. 벌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열 

수송펌프 벌봉 냉각과 관련한 몇 가지 완화조치가 있다. 그러나 이 조치들 

은 벌봉의 열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 수행하여야 하다. 또한 

벌봉수 공급이 가능할 때에는 충전계통을 사용하여 PHTS로의 주입이 가능하 

게 되며， 따라서 열수송펌프 순간기동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다. 의사 결정 내용 

완화 02 지침서는 중대사고 동안 PHTS 냉각수 주입을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 

정 과정을 제공한다 완화-02 지침서에 포함된 의사결정 과정의 목적은 @ 

PHTS 냉각수 주입 수단 결정， (2J PHTS 냉각수 주입에 대한 제한 사항을 고 

려하면서 냉각수 주입을 실시할 것인 가의 결정，(3) 냉각수 주입에 따른 부 

정적 영향이 수용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 결정，@ 냉각수 주입이 중대사 

고 완화에 성공적인 지의 여부 결정이다. 

(1 ) 주요 조치 사항 

o 가욕한 PHTS 넷착수 주익 수만 파악 

PHTS 냉각수 주입 수만으로는 저압안전주입펌프， 중압안전주입， 비상급수펌 

프가 있다. 중대사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주입수단들이 완전히 고장났 

거나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펌프들 

이 모두 작동 불능 상태가 되려면 모든 쿄류전원의 상실 또는 기기냉각수 

상실과 같은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이다. 또한 만일 PHTS를 캄압시킬 수 없 

어서 단지 적은 양의 충전수 만이 PHTS로 주입되는 경우에는 노심 냉각을 

위한 유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위의 어떤 경우든지， 노심을 냉각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냉각수 주입이 가용하기 전에 몇 가지 조치를 수행해야만 한 

다. 

안전주입펌프 빛 비상급수펌프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에 관한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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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각 펌프 유형별로 개발되어 있다. 만일 발전소 상태가 이러한 펌프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대체유로를 확인해야 

한다. 대체 주입유로는 ECCS 유로보다 비효과적일 수 있고， 사용하는데 많 

은 제한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PHTS로의 주입유로가 이용 가능하 

지 않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유로가 이용 기능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만일 PHTS로 냉각수 주입을 할 수 없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다른 중 

대사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략수행제어도나 직전에 수 

행중이든 지침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o P께TS 냉각수 주임 〈영향 확인 빛 평가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PHTS로 냉각수를 주입하면， 사고의 전개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사고 진행 동 

안의 핵분열생성불 방출 감소， 압력관 파손 방지， 노심 냉각 회복 둥이 있 

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수소 생성，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립 파손， 원자로건 

물 침수， 보조건물 거주성 상실， 열수송펌프 벌봉손상 둥이 있다 냉각수 

주입을 시작하기 전에 주입에 의해 실질적으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 증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 

과 수용이 곤란한 부정적 영향으로 간주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 

한 완화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화조치 

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부정적 영향과 냉각수 주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쿄하여 PHTS로의 냉각수 주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o P뀌TS 넷착수 주언 효과 확인 

PHTS 냉각수 주입이 잠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부정적 영향 

이 예상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PHTS 냉각수 주입이 수행되고 

난 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 

증하기 위하여 부정적 영향들이 컴토되어야 한다. 만일 부정적 영향들이 예 

상보다 크다면 발전소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완화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었다면. PHTS 냉각수 주입을 

할 수 있는 다른 이용 가능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PHTS 냉 

각수 주입율의 적절성을 컴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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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HTS 냉각수 주임에 따른 장기 관심사항 확인 

일단 PHTS 냉각수 주입이 시작되고 단기적 영향이 완화되고 나면 장기적 영 

향이 컴토되어야 한다. 이 지침서에서 적용되는 장기 관심사항은 냉각수 주 

입 개시후 수시간 경과한 후 발생할 수 있다 

(2 ) 주요 결정 사항 

완화 02 지침서의 복구지침은 발전소 빛 사고진행의 특성에 큰거하여 두 가 

지 사항에 대한 사엄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사엄자의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o PHTS 냉각수 주임 수행 여부 결청 

부정적 영향들을 수용할 수 없고 완화할 수 없는 경우， 비상기술지원실은 

PHTS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 결정은 다 

음과 같은 요인들에 큰거하여 내릴 수 있다. 

PHTS 냉각수 주입에 의해 실현 가능한 이익 

PHTS 냉각수 주입시 부정적 영향의 정도 

- PHTS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러나 냉각수 주입은 항상 좋고， 초기 주입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주입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o 염수솟계톡 주언유향 적정섯 한첫 

일단 PHTS로 냉각수 주입이 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컴토가 이루어진 후에 

는 추가로 PHTS 냉각수 주입을 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주입유량이 이미 

최대가 되었다면(펌프 가용성 또는 공급 냉각수원 제한 이유로)， 추가 평가 

는 필요 없다. 그러나 만일 추가 주입 역량이 있으면， 추가 용량이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 발전소 증상이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추가 유량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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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추가 유량을 확보하는데 쓸데없이 시 

간이 많이 소요되면， 비상기술지원실로 하여금 다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 

록 하는 전략수행제어도로 돌아가는 것이 지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 

은 비상기술지원실에서 현재 주입유량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 주입유량을 얻 

기 위해 사용할 자원에 좌우된다. 

3.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 전략 

가. 개요 

중대사고는 노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발생한 

다.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붕괴열은 연료 채널 내의 냉각수를 고칼시키고， 

과열된 핵연료는 칼랜드러아 관 외벽을 통하여 캄속재에 전달되어 제거된 

다. 캄속재 수위가 낮아져 칼랜드러아 관이 노출이 되면 더 이상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핵연료는 용융되고， 이후 칼랜드러아 관을 녹인 후 칼랜드러아 

용기 하부 쪽으로 재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가 과열되어 손상되는 중 

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 

면 과열된 핵연료의 냉각을 회복하고 사고를 종결시킬 수 있다. 연료 채널 

이 완전히 냉각되고 장기간 냉각을 치속할 수 있어야 발전소가 사고로부터 

완전히 복구되 었다고 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후 노심이 용융되는 것은 운전원이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노심 냉각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음에 틀럼없다. 노심이 부적절하게 냉각되 

었을 때， 비상운전절차서에서는 운전원은 안전주입 유량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고， 안전주입이 될만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일단 노심이 용융되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에 따라서 회 

복조치들을 평가하고 핀고할 책임이 있다 비상기술지원실이 평가 해야할 

일 중의 하나가 캄속재의 수위가 낮아진 칼랜드러아 용기 내에 냉각수를 주 

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온도가 높고， 캄속재 수위가 낮아진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를 주입한 

다는 것은 사고 진행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 

은 칼랜드러아 용기내에서 증기 발생을 가속시켜 원자로건물 압력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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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고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도 된다. 그러므로， 비상기술지원실 

에서는 칼랜드러아 용기내에서 증기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칼랜드러아 용기 

내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침서는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를 주입할 때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 

는 지침과 냉각수 주입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 

서에는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계통들을 파악하여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상기술지원실은 어떤 경로가 냉각수 주입에 이 

용 가능한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비상기술지원실의 지시에 따라 주제어 

실에서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냉각수를 주입한 후 발전소 위협이 해소되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노심 냉각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다음 장에서는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부 

정적 영향 빛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였으나 본 지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영 

향을 주는 인자 빛 제한사항만을 컴토하고 있다 

나.기술 배경 

중대사고시 노심내 존재하는 열을 장기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노 

심을 냉각수로 채우는 것과 칼랜드러아 관이 냉각수에 잠겨있도록 하는 것 

이다. 수위가 낮아진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를 주입하면 과열된 칼랜 

드러아 관으로부터 현열을 제거하면서 급격하게 수증기가 발생된다 만일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주입된 유량이 충분히 크다면， 칼랜드러아 관은 결국 

에는 완전히 침수될 것이고， 노심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칼랜드러아 용기 

내 냉각수에 전달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은 냉각수 주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와 부정적 효과를 비쿄 컴토하여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은 칼 

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들이며， 

비상기술지원실이 완화 03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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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긍정적 효과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냉각수를 주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컴토하였다 

(가) 고온 노심 냉각 회복 

만일 칼랜드러아 관이 건전하고 냉각수로 충분히 채워져 있다면， 노심 손상 

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노심 냉각은 충분하다. 그러나 노심에 냉각수가 없 

고 칼랜드러아 관이 냉각수에 잠겨있지 않다면， 노섬에서 발생된 붕괴열이 

제거되지 못하여 열수송계통으로 냉각수가 주입될 때까지 노심의 온도는 계 

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냉각수가 노심 또는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주입될 

때까지 노심은 가열되고， 용융이 된 후에는 칼랜드러아 하부로 재배치될 것 

이다. 노심이 용융되어 하부로 재배치될 때 하부에 있는 핵연료채널 사이에 

잠시 모이거나 바로 칼랜드러아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부 핵연료채널 사이 

에 일시 쌓인 노심용융불도 결국에는 칼랜드러아 바닥에 쌓이게 된다. 

노심이 용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조기에 냉 

각수를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주입하여 노출된 칼랜드러아 관이 냉각수에 참 

기도록 하는 것이다 주입된 냉각수는 고온의 칼랜드러아 외벽 온도에 의하 

여 증기로 변한다. 노심 내 열은 칼랜드러아 외벽으로 전달되어 냉각수를 

증기로 만들면서 제거되며 또한 증기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주입한 

유량으로 발생된 붕괴열 크기 이상의 열량을 제거할 수 있다면， 노심은 궁 

극적으로 냉각될 것이다. 노심이 용융된 후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냉각수를 

주입하게되면 아직 용융이 안된 핵연료채널들을 냉각시키고， 칼랜드러아 바 

닥에 쌓인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킨다 

노심을 냉각시키기에 필요한 최소유량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 

은 요인 때문에 어 렵다. 첫째， 노심손상이 진행되는 도중 핵분열 생성물이 

노심 영역으로부터 다랑 방출된다 이에 따라 노섬에서의 붕괴열이 줄어든 

다. 둘째， 노심내에 붕괴열 외에 다른 열원이 존재한다. 이런 열원으로는 

피복관(Zr) 또는 압력관(Zr) 산화와 같은 발열반응 둥이 있다. 셋째， 칼랜 

드러아 외벽에서 냉각수와 수증기로의 열전달은 열전달 표면적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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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칼랜드러아 관이 용융되면 열전달 표면적이 달라지게된다. 위에서 언급 

한 현상들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큰사적으로 노심 냉각에 필요 

한 최소유량은 붕괴열 발생율을 유입되는 냉각수가 증발되는 데 필요한 열 

로 나눈 값으로 결정한다. 즉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주입된 냉각수는 칼랜드 

러아 용기내에서 모두 수증기로 변하논 것으로 가정하였고， 따라서 칼랜드 

러아 수위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유량 Wvap는 정상상태 조건에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칼랜드러아 관의 현열 때문에 과열된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가 맨 처음 주입될 때에는 최소유량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지침서 

에서는 일단 칼랜드러아 관 외벽이 냉각된 후에 붕괴열을 제거하는 데 필요 

한 최소유량으로서 Wvap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산표 01 , “장기붕괴열 제거를 

위한 냉각수 주입율”을 참고로 하였다. 

주입된 냉각수 유량이 붕괴열을 제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냉 

각수 주입에 의해 최소한 노심내 열 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사고진행 속 

도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소량의 냉각수 (Wvap 보다 

적은)라도 주입할 경우， 핵연료채널들이 손상되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 

다. 만일 고온의 칼랜드러아 관 외부에 냉각수를 주입할 때 예상되는 수소 

발생 때문에 주입유량을 최소로 유지해야되는 제한조컨이 설정되어 있지 않 

다면， 노심 냉각을 회복하고 핵연료채널의 파손시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무리 척도라도) 냉각수를 즉시 주입해야 한다 

(나) 핵분열생성불 세청 

칼랜드러아 용기가 냉각수로 채워져 있다면 노심파면층에서 방출되는 핵분 

열생성불 (휘발성 빛 비휘발성 모두)은 냉각수에 의해서 상탕량이 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방출되는 불활성 가스는 냉각수에 의해서 세정되지 않는다 

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국 대기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총 

양은 상탕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고관리에서 매우 중요 

하다. 

(2 ) 부정적 효과 

중대사고시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물을 주입함으로써 위에서 기술된 이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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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조치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컴토하였다. 

(가) 원자로건물 과압 

과열된 노심은 칼랜드러아 관을 통하여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있는 냉각수로 

붕괴열을 전달하며， 이때 캄속재계통에 있는 열쿄환기를 통하여 붕괴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는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비 

등하게 된다. 칼랜드러아 용기내에서 생성된 증기는 파열판이 파열된 후 원 

자로건물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원자로건물 압력을 상승시키게 된다. 원자 

로건물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지역공기냉각기가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원자로건물 압력은 서서히 상승하여 마침내 파손압력까지 도달하게 된다. 

지역공기냉각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칼랜드러아 용기내에 냉각수가 있을 

때가 냉각수가 없을 때보다 원자로건물 압력 상승율이 높아 원자로건물이 

보다 빨리 파손된다. 

다.의사 결정 내용 

완화 03 지침서는 중대사고 동안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을 위한 체 

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한다. 완화 03 지침서에 포함된 의사결정 과정 

의 목적은 CD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 수단 결정，(2) 칼랜드러아 용 
기내 냉각수 주입에 대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냉각수 주입을 실시할 것 

인 가의 결정，(3) 냉각수 주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수용 범위 내에 있는 

지의 여부 결정，@ 냉각수 주입이 중대사고 완화에 성공적인 지의 여부 결 

정이다. 

(1 ) 주요 조치 사항 

o 가욕한 항랜드러아 욕기내 L겨착수 주익 수만 파악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 수만으로는 중수공급펌프가 있다. 중수공급 

펌프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에 관한 일람표가 개발되어 있다. 만일 

발전소 상태가 중수공급펌프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냉각수를 주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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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체유로를 확인해야 한다. 대체 주입유로는 중수공급 유로보다 비 

효과적일 수 있고，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칼랜드러아 용기내로의 주입유로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비상기술지원실 

은 유로가 이용 기능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한다. 만일 칼랜드러아 용기 

내로 냉각수 주입을 할 수 없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다른 중대사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략수행제어도나 직전에 수행중이든 지침 

으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o 왈랜드러아 욕기내 L셔착수 주언 엿한 확인 빙 렷가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를 주입하면， 사고의 

전개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사고 진행 동안의 핵분열생성불 방출 캄소， 압력관 파손 방지， 노심 냉각 

회복 둥이 있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원자로건불 과압이 있다. 냉각수 주입 

을 시작하기 전에 주입에 의해 실질적으로 원자로건물이 과압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수용이 곤란 

한 부정적 영향으로 간주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화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화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부정적 영향과 냉각수 주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 

쿄하여 칼랜드러아 용기내로의 냉각수 주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o 촬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임 효과 확인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이 잠재적 위협을 캄소시키는 데 효과적이 

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이 수행되고 난 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부정적 영향들 

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부정적 영향들이 컴토되어 

야 한다. 만일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다 크다면 발전소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완화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었다면，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을 할 수 있는 다른 이용 가 

능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 

율의 적절성을 컴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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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촬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임에 따른 장기 관심사항 확인 

일단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이 시작되고 단기적 영향이 완화되고 

나면 장기적 영향이 컴토되어야 한다 이 지침서에서 적용되는 장기 관심사 

항은 냉각수 주입 개시후 수시 간 경과한 후 발생할 수 있다 

(2 ) 주요 결정 사항 

완화 03 지침서의 복구지침은 발전소 빛 사고진행의 특성에 큰거하여 두 가 

지 사항에 대한 사엄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사엄자의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o 촬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임 수행 여부 컬청 

부정적 영향을 수용할 수 없고 완화할 수 없는 경우， 비상기술지원실은 칼 

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큰거하여 내릴 수 있다.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에 의해 실현 가능한 이익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시 부정적 영향의 정도 

-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러나 냉각수 주입은 항상 좋고， 초기 주입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주입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o 왈랜드러아 욕기내 주언유향 적정섯 한첫 

일단 칼랜드러아 용기내로 냉각수 주입이 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컴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추가로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을 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주입유량이 이미 최대가 되었다면(펌프 가용성 또는 공급 냉각수 

원 제한 이유로)， 추가 평가는 필요 없다. 그러나 만일 추가 주입 역량이 

있으면， 추가 용량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결정 

을 하는 데 발전소 증상이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추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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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데 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추가 유량 

을 확보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비상기술지원실로 하여금 

다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수행제어도로 돌아가는 것이 지연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은 비상기술지원실에서 현재 주입유량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 주입유량을 얻기 위해 사용할 자원에 좌우된다. 

4.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 전략 

가.개요 

가압중수로 원전에서는 칼랜드러아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로실은 항상 냉각 

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자로실 수위가 떨어지게 되며， 이때 원자로실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은 

사고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월성 원전의 경우 다음 

과 같은 사고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 ) 노심이 용융되어 용융물이 칼랜드러아 바닥에 재배치되어 있는 상항 

에서， 원자로실 수위가 충분히 유지되어 칼랜드러아 하부를 침수시킬 

수 있다면， 칼랜드러아 외벽냉각에 의하여 칼랜드러아 파손을 방지하 

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수 있다. 

(2 ) 노심용융물이 칼랜드러아를 용융시킨 후 원자로실에 재배치된 경우에 

는， 노심용융불과 콘크리트 상호반응에 의한 원자로실 바닥 콘크리트 

침식과 비웅축성 기체 빛 가연성 기체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 원자로실 바닥의 노심용융물을 완전히 침수시키게 되면， 노심용융불 

로부터 빠져 나오는 기채 상태 또는 에어로졸 상태의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완화 04는 가압중수로형 원전에서의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 지침을 제공하는 

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충수 기준은 칼랜드러아가 냉각수에 잠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성 원전의 경우 순수저장탱크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으며， 

순수저장탱크 수위가 낮아질 경우 외부 수원을 이용하여 순수처장탱크를 보 

충할 수 있어 칼랜드러아 외벽냉각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본 전략수행이 상기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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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완화 04 지침서는 원자로실로의 냉각수 주입과 관련하여， 위에서 기술된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계통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에 사용 가능한 계통을 비상기술지원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 

여 주며， 비상기술지원실이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큰거를 제시하고， 전략 수행 절차를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는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 

빛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였으나 본 치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영향을 주는 

인자 빛 제한 사항만을 컴토하였다. 

나. 기술 배경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완화 조치 사항은 아니며， 원 

자로실을 냉각수로 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영향 

을 비쿄 컴토하여 수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원자로실 냉각 

수 주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비상 

기술지원실이 완화 04의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이다. 

(1 ) 긍정적 효과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원자로실에 냉각수를 주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 

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컴토하였다. 

(가) 칼랜드러아 외벽냉각 

노심이 용융되어 원자로 칼랜드러아 바닥으로 재배치되면， 용융불과 칼랜드 

러아 외벽과의 열전달에 의하여 결국 칼랜드러아는 파손되고 노심용융물은 

원자로실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때 칼랜드러아가 침수되어 있으면 이 물이 

열침원 역할을 함으로써 칼랜드러아 파손을 방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PWR의 경우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에 재배치되어 있을 때 외벽 

냉각 현상은 EPRI TBR(2핀， 부록 L)에 기술되어 있다[32l. 원자로 하부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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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벽이 불과 접촉하게 되면 외벽냉각이 시작되고 핵비등에 의한 열전도 

가 하부헤드 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32] 에 의하면， 붕괴열의 약 

114이 하부헤드를 통하여 전달되고， 악 3/4은 상부구조물로 복사 열전달 된 

다. 참고문헌 [32] 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으로 인하여 원자로용기 파손 

시간이 연장되거나 원자로용기 파손을 완전히 방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가압중수로의 경우 출력이 작고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 

심용융불 단위부피탕 붕괴열이 PWR에 비하여 작다 또한 PWR과 탈리 칼랜드 

러아 외벽에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원자로실에 물이 있을 때는 칼랜드러아 

외벽은 항상 불과 접촉하게된다. 따라서 칼랜드러아가 냉각수에 잠겨있는 

동안에는 칼랜드러아 외벽을 통한 열전달로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킬 수 있으 

며， 칼랜드러아는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 노외 노심용융불 냉각 

중대사고가 진행되어 칼랜드러아가 파손되고 노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실 

바닥으로 재배치된 경우에는 고온의 노심용융불과 원자로실 바닥 콘크리트 

가 상호 반응을 하게 된다 원자로실에 잔류하는 노심용융물은 원자로실 바 

닥 콘크리트의 용융 온도 보다 훨씬 고온이며 계속적인 붕괴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용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노심용융불 콘크리트 상 

호반응(MCCI ， Mol ten Corium-Concrete Interaction) 현상은 원자로건물을 

가압하는 비웅축성 가스， 연소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연성 기체， 상탕한 

양의 에어로졸 발생을 동반하며 , 궁극적으로는 원자로실 바닥 콘크리트 용 

융에 의한 원자로실 파손을 가져올 수 있다 

원자로실의 노심용융불 상부에 냉각수를 공급하게 되면 상부 방향의 열전달 

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노심용융불과 상부 냉각수와 

의 열전달 현상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냉각수가 없을 경우 

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량 보다는 냉각수가 있을 경우 대류나 비등에 의한 

열전달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노심용융물의 

파면층이나 피박충 형성 유무와 물의 침투성 둥과 관련하여 아직 많은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 EPRI TBR (2핀， 부록 Q)에서는 노심용융불 콘크리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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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반응과 관련하여 상부냉각수의 영향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노심용융물에는 핵분열생성불과 발열성 산화불금속 등을 포함하여 여러 종 

류의 열원이 있으며 이 용융불 내에서는 여 러 가지 경로로 열전달이 이루어 

진다. 수직 하향으로 전달되는 열은 콘크리트를 용융시키며， 상향으로 전달 

되는 열은 대류， 복사 빛 비등에 의하여 원자로실 공간으로 이동된다. 또 

한， 파면 내에서 생성되는 기체는 용융불 외부로 방출되면서 용융불 층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 만약 노심용융물에 냉각수가 공급되면 비등에 의하여 

용융불 상부로부터의 열전달은 증가하게 되지만 용융물이 냉각되면서 만들 

어진 피박층의 형성은 열전달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심용융불과 콘크리트 상 

호 반응을 완전히 종료시킨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자로실에 냉 

각수를 주입하는 조치는 노심용융불과 콘크리트 상호 반응 현상을 완화시켜 

콘크리트 침식과 비웅축성 가스 빛 연소 가스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노외 노심용융물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실로 재배치 될 때， 핵분열생성물은 노심용 

융물에서 원자로실 대기로 방출되며， 원자로실에 있는 파열판을 통하여 원 

자로건물 대기로 방출된다 노심용융물이 물에 잠겨있으면 불활성기체를 제 

외한 핵분열생성불(휘발성 빛 비휘발성)은 물에 의하여 상탕량이 제거된다. 

핵분열 생성물의 제거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현저히 캄소될 수 있 

으며 , 이는 사고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EPRI TBR(2핀， 부록U)에는 

노심용융물에서 발생되는 기체 핵분열생성불 제거와 관련하여 물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기술되어 있으며， 노심용융불 상부의 물의 높이와 제염계수와 

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이 관계식에 따르면， 수 피트 높이의 물로 제염 

계수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 부정적 영향 

중대사고시 원자로실에 물을 주입함으로써 위에서 기술된 이점 이외에 몇 

가지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조치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컴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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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건불 과압 

칼랜드러아 바닥으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은 칼랜드러아 외벽을 통해 원자 

로실 냉각수로 붕괴열을 전달하며， 이때 종단차폐냉각계통을 통하여 붕괴열 

을 제거하지 않으면 원자로실 냉각수는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비동하게 

된다. 원자로실에서 생성된 증기는 원자로건물 압력을 상승시키게 된다. 원 

자로건물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지역공기냉각기가 작동하고 있지 않으 

면 원자로건물 압력은 서서히 상승하여 마침내 파손압력까지 도달하게 된 

다. 지역공기냉각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실에 냉각수가 있을 때가 

냉각수가 없을 때보다 원자로건물 압력 상승율이 높아 원자로건물이 보다 

빨리 파손된다. 

다. 의사 결정 내용 

완화 04 지침서는 중대사고 동안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을 위한 체계적인 의 

사결정 과정을 제공한다. 완화 04 지침서에 포함된 의사결정 과정의 목적은 

@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 수단 결정，(2)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에 대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냉각수 주입을 실시할 것인가의 결정，(3) 냉각수 주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수용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 결정，@ 냉각수 주입이 

중대사고 완화에 성공적인지의 여부 결정이다. 

(1 ) 주요 조치 사항 

o 가용한 원자로실 냉각수 주임 수단 파악 

중대사고시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 방안에는 한가지가 있다. 즉， 순수공급펌 

프를 이용하여 순수저장탱크에 있는 물을 원자로실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순수공급펌프의 가용성， 순수저장탱크， 그러고 주입 유로에 관한 일람표가 

본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원자로실 순수공급펌프가 가용하지 않는 

경우 비상기술지원실은 그 원인을 파악한다 만일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을 

할 수 없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다른 중대사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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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도록 전략수행제어도나 직전에 수행중이던 지침서로 되돌아가도록 

한다. 

o 원자로실 냉각수 주임 〈영향 확인 빛 평가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실로 냉각수를 주입하면， 사고의 전개과정 

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사고 진행 

동안의 칼랜드러아 하부의 외벽냉각， 노외 노심용융불 냉각， 그러고 노외 

노심용융물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둥이 있고， 부정적 영향으로 

는 원자로건물 압력 상승 가능성 둥이 있다. 냉각수 주입을 시작하기 전에 

주입에 의해 실질적으로 원자로건물 압력이 상승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수용이 곤란한 부정적 

영향으로 간주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화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화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부정적 영향과 냉각수 주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쿄하여 원자 

로실로의 냉각수 주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o 원자로성 넷착수 주언 효과 확인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이 잠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이 

수행되고 난 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부정적 영향들이 컴토되어야 한다. 만일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다 크다면 발전소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완화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부정적 영향이 처리되고 나면 추가로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율의 적절성을 컴토해야 한다. 

o 원자로성 넷착수 주언에 따류 잣기 관섞 사한 확인 

일단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이 시작되고 단기적 영향이 완화되고 나면 장기 

적 영향이 컴토되어야 한다. 이 지침서에서 적용되는 장기 관심사항은 냉각 

수 주입 개시후 수시간 경과한 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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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결정 사항 

완화 04 지침서의 복구지침은 발전소 빛 사고진행의 특성에 큰거하여 두 가 

지 사항에 대한 사엄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사엄자의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며， 상세한 내용은 절차의 상세 설명서에 나타나 있 

다. 

o 원자로성 넷착수 주언 수햇 여부 컬첫 

부정적 영향들을 수용할 수 없고 완화할 수 없는 경우， 비상기술지원실은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 결정 

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큰거하여 내릴 수 있다.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에 의해 실현 가능한 이익 

-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시 부정적 영향의 정도 

-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통상적으로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냉각수 

주입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결과보다 일반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만일， 비 

상기술지원실에서 냉각수 주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 

지 않은 타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냉각수 주입 미실시의 이유에 해탕하 

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지역공기냉각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원자로건물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o 원자로성 넷착수 주언융 척정섯 한첫 

일단 원자로실로 냉각수 주입이 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컴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추가로 원자로실 냉각수 주입을 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주입유 

량이 이미 최대가 되었다면(펌프 가용성 또는 공급 냉각수원 제한 이유로)， 

추가 평가는 필요 없다. 그러나 만일 추가 주입 역량이 있으면， 추가 용량 

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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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추가 유량이 필요한가를 결 

정하는 데 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추가 유량을 확보하는데 쓸데 

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비상기술지원실로 하여금 다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수행제어도로 돌아가는 것이 지연된다 그러므로 이러 

한 결정은 비상기술지원실에서 현재 주입유량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 주입유 

량을 얻기 위해 사용할 자원에 좌우된다 

5. 핵분열생성불 방출제어 전략 

가. 개요 

노심 손상이 시작됨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공극 

흑은 핵연료로부터 방출된다 사고의 종류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은 PHTS 파 

단부 또는 DCT Rel ief 밸브를 통해 원자로건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누 

설 또는 파손을 통해 증기발생기로， 또는 원자로 건물 관통부를 통해 보조 

건물로 방출된다. 원자로건물내의 핵분열생성물은 차단되지 않은 배기 밸브 

나 원자로건볼 파손 부위를 통해 대기로 방출될 수 있으며， 증기발생기내의 

핵분열생성물은 차단되지 않은 증기발생기 주증기 안전밸브(MSSV). 대기증 

기방출밸브(ASDV). 복수기 증기방출밸브(CSDV). 또는 증기공급계통의 누설 

을 통해 대기로 방출될 수 있고， 보조건물의 핵분열생성물은 보조건물 배기 

계통을 통해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 

비상운전절차서에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완화 지침은 별도로 없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원자로냉각재 상실(비상-03. 비상-04) . 급수 상실(비상 

05). 주증기관 파열(비상 06). 그러고 증기발생기 세관 파열(비상 08)을 

통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비상운전절차서는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완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또한 핵분열생성불 방출은 비상운전절차서에서 

다른 절차서 또는 지침서로 전환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사 

고가 진행되는 기간 중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 

계획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핵분열생성불 방출 완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화 05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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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05 지침서는 부지경계에서의 예상피폭선량이 청색비상에 상응하는 값 

을 초과했을 때 전략수행제어도로부터 진입한다. 또한 다른 지침서를 수행 

하던 도중에라도 부지경계에서의 예상피폭선량이 적색비상에 상응하는 값을 

초과하면 수행하던 지침서를 일시 중지하고 완화-05로 전환한다 

완화 05 절차서 구성의 특정은 각 장마다 서로 다른 방출경로(즉， 원자로건 

물， 증기발생기， 보조건물)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대응 

방법만을 다루고 있는 다른 중대사고 완화지침서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핵분열생성불 방출 감소 조치와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부정 

적 영향 빛 제한사항 등을 기술하였으나 본 지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영향 

을 주는 인자 빛 제한사항만을 컴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자 빛 제한사항 

은 EPRI TBR[32] 에 정의되어 있는 중대사고 현상에 큰거하고 있다 상세한 

중대사고 현상들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으며， 필요시 참고문헌 [32]을 참 

조하면 된다. 

나 기술 배경 

중대사고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의 핵분열생성불 방출 완화 조치는 사고 기 

간 중 일반 주민의 피폭위험을 캄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방출 완화 조치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고 복구조치를 중단하게 되어 사고의 진행과정에 나 

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조치를 수행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역효과를 비쿄 컴토하여 수행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조치 수행으로 인 

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비상기술지원실이 

완화-05의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1) 긍정적 영향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불 방출 완화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컴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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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방출량의 캄소 

이 지침서의 진입조건은 청색비상에 상응하는 부지경계에서의 예상피폭선량 

을 초과할 때이다. 즉 부지 경계선에서 전신선량이 30분 동안 0.5 mSv/hr 

(50 mRem/hr)를 초과하거나 2분간 5 mSv/hr (500 mRem/hr)를 초과할 때이 

다. 

핵분열생성물의 대기 방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전략이 수행될 수 

있다. 가장 병백한 전략은 방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방 

출이 원자로건물 관통부의 열럼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이것을 차단함으로서 

방출을 범추게 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로부터의 방출은 계통으로부터 격리 

할 수 없는 주증기 안전밸브(MSSV)가 증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차단하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격리는 이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가장 낮은 

안전밸브의 설정치 이하일 때만 효과적일 것이다. 보조건물로부터의 방출은 

별도의 2가지 방법에 의해 차단이 가능하다 첫째는 방출이 원자로건물을 

관통하는 계통에서 발생했다면 이 계통의 원자로건물 차단밸브를 격리함으 

로서 방출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계통이 사고복구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이 차단밸브를 격리해야 할 것인지 또는 방출을 

계속 허용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 장 

에서 기술하였다 두 번째는 원자로건물 내의 핵분열생성물이 보조건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건물 배기를 차단할 수 있다. 보조건물 배기 

의 차단은 실질적으로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이용 가능한 또 다른 방출 완화 전략은 핵분열생성물이 불 속을 통과하도록 

하여 얻어지는 세청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물은 휘발성과 비휘발성 에 

어로졸 모두를 흡수하지만， 불활성기체는 툴리 ·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 

으므로 세청효과가 없다. 핵분열생성물의 세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EPPI TBR에 포함되어 있다[32 1. 이 문헌을 큰거로 핵분열생성물의 세청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o 수초의 제염계수는 파손부 상부 수위의 함수이며， 이 수위가 일단 수 m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수위증가는 제염계수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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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로건물 살수는 원자로건물 대기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록 살수에 의한 세청효과가 살수 유량율에 따라 증가 

되지만， 소량의 살수 유량율 만으로도 원자로건물내의 에어로졸을 캄소시키 

는 데 효과적이다. 

EPPI TBR은 특별히 살수가 원자로건불 대기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핵분열생성물을 제거 

하기 위한 다른 가능한 방법은 지역공기냉각기의 사용이다 지역공기냉각기 

는 원자로건물 대기(핵분열생성물 에어로졸이 포함된)를 냉각코일을 통해 

강제적으로 순환시 킨다. 에어로졸은 냉각코일을 통과하면서 충돌에 의해 코 

일에 침전된다. 핵분열생성불 제거 기능 측면에서 지역공기냉각기의 효율은 

EPPI TBR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살수 효과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로건물 살수와 지역공기냉각기를 사용함에 따른 추가적인 이점은 원자 

로건물 압력을 낮추는 것이다. 원자로건물 압력이 낮아침에 따라 원자로건 

물 파손부를 통한 방출 유량이 캄소되고 따라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량도 

감소된다. 

살수와 지역공기냉각기에 의해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건물로부터 세정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증기발생기도 전열관 상부를 수 m의 불속에 잠기도록 함으 

로써 증기발생기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을 세청할 수 있다. 

보조건물에서의 세청은 2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방출 부 

위 주위에 살수를 함으로서， 그러고 방출 부위를 불속에 잠기도록 보조건물 

에 물을 채움으로서 세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보조건물로 물 

을 블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발전소에서는 현장에서의 

조치 (소방호스의 사용 등)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대사고 동안에 방출 부위 

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현장 조치는 방사선에 의한 출입 가능성 문제 때문에 

극히 제한될 것이다 

증기를 포함한 가스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세청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증기를 웅축시키는 것이다(이 메카니즘은 EPPI TBR 부록 V에 기술되어 

있음) . 따라서， 만일 증기발생기로부터 방출이 진행되고 있다면，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을 복수기로 유도함으로서 대기로의 방출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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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정적 영향 

핵분열생성물의 대기 방출 완화에 따른 이점이 있는 반면에， 방출 캄소 방 

법과 관련된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은 핵분열생성물의 대기 방 

출을 가속시키거나 회복 조치를 수행하는 능력을 캄소시킴으로써 사고 진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 

지하기 위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완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제한사항들 

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이 지침에서 이루어지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가) 수소연소로 인한 원자로건물 중대 위협 

노심 노출 후， 노심은 가열되고 피복재는 증기 존재 하에서 산화될 것이다. 

이 산화반웅은 이차 함수적으로 증가하나， 피복재 온도가 약 1000 K에 도달 

할 때까지의 산화는 무시할 수 있지만 약 1800 K이상에서는 급격한 산화 반 

응이 일어난다. 피복재 산화 반응에 따른 생성불 중의 하나는 수소이며， 이 

수소는 PHT8가 건전환 경우는 PHT8에， PHT8로부터 방출경로가 있을 경우는 

원자로건물에 축적된다. 원자로건물에서 수소가 연소되면 연소시 조건에 따 

라 원자로건물의 건전성 상실을 유발하여 핵분열생성물의 대기방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만일 핵분열생성물이 차단할 수 없는 원자로건물 관통부나 원자로건물에 발 

생한 파손 부위를 통하여 방출되고 있다면， 수소가스 또한 원자로건물로부 

터 방출될 것이다 따라서 수소와 관련된 문제점은 완화-05 지침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EPR1 TBR Vol. 11 App. 8.3는 가연성가스의 연소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원자로건물에 존재하는 증기는 수소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수소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증기량은 원자로건물 수소농도의 함수 

이다. 수소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최대 증기농도는 53%이다. 원자로건물 비 

활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산표-05， “원자로건물내 수소 가연성”의 기술 

배경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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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자로건물이 비활성 상태이고 상탕량의 수소가 축적되어 있다면， 원 

자로건물 살수나 지역공기냉각기의 사용은 원자로건물내 증기분율을 감소시 

켜 수소연소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비상기술지원실은 노심 

손상 후 원자로건물 살수 또는 지역공기냉각기의 작동을 요구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원자로건물이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살수와 지역공기냉각 

기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적은 살 

수유량도 원자로건물 대기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만， 살수 유량은 원자로건물 대기로부터의 증기 제거율이 붕괴열에 의한 증 

기 발생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한면 지역공기냉각기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이 코일에 침전됨으로서 제거된다. 따라서 지역공기냉각기의 

냉각수 공급 차단은 냉각기를 통한 열제거를 막으므로 원자로건물 대기로부 

터 핵분열생성물이 제거되고 있는 중에도 원자로건물은 높은 압력은 유지할 

것이다. 

(나) 불충분한 살수원 

Dousing Tank는 원자로건물 살수와 ECCS 펌프 모두의 흡입원이다. Dousing 

Tank가 고갈되면 원자로건물 배수조에서 흡입을 취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재순환 모드라고 함) . 그러나， 기기고장이나 원자로건물 외부 냉각재 상실 

사고의 경우와 같은 발전소 상태에서는 이러한 재순환 모드의 운전이 불가 

능하다. 또한 이러한 재순환모드 운전은 심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재순환수 

로 인하여 중대사고 후에는 바람직한 운전모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런 상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살수와 ECCS 펌프의 흡입원을 Dousing Tank로만 

사용할 때가 있다.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되는 적색비상 상태에서는 노심 냉각을 복구하 

는 것보다 다량의 누출을 캄소시키는 데 우선핀이 있으므로 냉각수를 노심 

냉각을 위해 비축하는 것보다 원자로건물내로 살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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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건물 침수 

비상노심냉각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초의 물을 살수 탱크에 충수하면 핵분열 

생성물을 세청할 수 있는 물을 살수 탱크에 장기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이 

때는 기기가 침수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비상급수계통의 물을 이용하여 

원자로건물 살수를 계속하면， 원자로건물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원자로건물 

배기밸브， 지역공기냉각기의 입/출구 덕트 등과 같은 발전소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기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공기냉각기 입/출구 덕트의 침수 

는 열제거 효과를 감소시키고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상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속에 참긴 전기 관통부는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PHTS 루프까지 침수되면 사고 진행 과정을 캄시하는 데 사용되는 대 

부분의 계측기는 상실될 것이다. 

살수에 의한 원자로건물 대기의 에어로졸 제거효과는 원자로건물 내에 부유 

하는 에어로졸 양의 함수이다. 따라서 살수운전에 따라 부유중인 에어로졸 

의 양이 캄소되면 살수 효과가 캄소되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캄소 효과도 

캄소된다. 

만일 원자로건물 수위와 체적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원자로건물 수위증 

가는 살수유량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지침서에서 언제 원자로건 

물이 침수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계산표-02 ， “원자로건물 수위 빛 

체적 ”를 참조하면 된다. 

(라) ECCS의 재순환 차단 

원자로건물 배수조는 Dousing Tank가 고갈되었을 때 ECCS 펌프의 흡입을 제 

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원자로건물 외부에 이 펌프들 

을 설치하고 있어， 재순환모드 운전은 배수초의 오염된 물을 원자로건물 밖 

으로 흐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록 ECCS 재순환계통은 폐회로로 구 

성되어 있지만， 누설이 있을 수 있다. 이 누설의 결과로， 핵분열생성물이 

보조건물로 방출되고 청색비상 발령기준을 초과하는 소외방출의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또한 누설이 없다 해도 계통을 통해 흐르는 고방사능의 물에 

의해 주위의 방사선 준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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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 (1)의 (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출경로의 차단은 핵분열생성물의 대 

기방출을 캄소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만일 방출이 재 

순환모드로 운전중인 ECCS 펌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면， 유일한 방출차단 

방법은 ECCS 펌프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다른 흡입원이 없는 상 

항에서 재순환모드로 운전중인 ECCS 펌프의 정지는 노심 냉각 유지 능력을 

위협하게 된다. ECCS 펌프를 이용하여 Dousing Tank에 충수 할 수 있다 원 

자로건물 배수조가 아닌 다른 수원을 흡입원으로 이용한다면 원자로건물 수 

위는 증가하고 침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다. 의사결정 내용 

완화 05 지침서는 중대사고 동안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완화하기 위한 체 

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제공한다. 완화-05 지침서에 포함된 의사 결정 과 

정의 목적은 방출원을 확인하고， 이 지침서의 어느 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서는 서로 다른 3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여타의 중대사고 완화지침서와는 좀 다르다 이 항들은 방출완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가 방출원(즉 원자로건물， 증기발생기， 또는 보조건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출원 별로 각각 작성되어 있다 

(1 ) 주요 조치 사항 

(가) 핵분열생성불 방출 위치 확인 

핵분열생성물은 원자로건물， 증기발생기 (SGTR 발생 시). 보조건물(원자로건 

물 관통부 고장， 재순환모드 운전 시 )로부터 대기로 방출된다. 방출 완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방출원에 따라 다르다(즉， 원자로건물 살수는 증 

기발생기를 통한 방출을 캄소시킬 수 없다) . 완화 05 지침서에서의 의사결 

정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별도의 3개항이 개발되었다. 각 항은 해탕 방출 

원의 방출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침서이다. 완화-05 

지침서가 3개항으로 구분된 이유는 전략수행제어도에서 방출원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이 지침서에서 언급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큰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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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방출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침서에 진입하게 되면 3개의 

방출원 모두를 평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지침서에서 수행하는 조치 

들이 외부 방출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지침서 

중의 하나의 항에 따라 수행한 조치들이 다른 방출원으로 부터의 방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ECCS 계통을 이용하여 Dousing 탱크에 물을 

채울 시 보조건물로의 방출은 심각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침 

서의 진입과 수행중에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이 지침 

서에 따라 수행되는 어떤 조치에 의해 방출 상항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하 

기 위해 중요하다. 

(나) 가용한 원자로건물 방출 캄소 수단 파악(A항) 

이 배경서의 2.1.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로건물 살수계통 또는 지역 

공기냉각기의 사용은 핵분열생성물의 세청과 원자로건물 압력 감소에 의해 

방출량을 캄소시킬 수 있다 두 계통 모두 운전하기 위해 쿄류전원이 필요 

하다. 원자로건물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사고경위에서는 이 시점까지 

살수계통과 지역공기냉각기가 사용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원자로건물이 가압되고 핵분열생성물이 원자로건물 밖으로 

방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살수계통과 지역공기냉각기가 고장 상태로 있는 것 

이다. 

살수계통과 지역공기냉각기 이용에 필요한 일련의 기준들이 개발되었다. 만 

일 발전소 상태가 이 계통들의 이용을 어렵게 한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이 

계통들이 이용 불가능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원자로건물 방출을 캄소시 

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컴토한 후에， 일련의 이용 가능한 방법들의 

일람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원자로건물 방출이 완화될 수 없으면， 비상 

기술지원실은 필요에 따라 다른 방출원으로 부터의 방출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지침서의 방출 경로 확인으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해야 하다. 

(다)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영향 평가 (A항) 

중대사고 동안의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는 사고의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 빛 부정적인 영향 모두 가져올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은 핵분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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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대기 방출을 줄임으로서 일반대중에 대한 위험을 캄소시키는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에는 원자로건물 대기의 활성화， 살수 유량의 축척에 의한 원 

자로건물 침수 둥이 있다.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전략이 착수되기 전에， 핵분열생성불방출이 증가될 

수 있는지， 또는 이 전략의 수행에 따라 후속 복구 조치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만일 평가 결과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만일 이 완화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캄소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 

우의 결과에 대해서 컴토하여야 한다. 그러고， 원자로건물 방출이 완화되어 

야만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방출 완화 전략의 수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과 완화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비쿄한다. 

( 라)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수행중 효과 확인 (A항) 

이 치침서의 의도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을 캄소시키기 위해 원자로컨불 

방출을 캄소시키는 것이다. 일단 방출 완화 전략이 착수되면， 이 전략이 효 

과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치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평 

가가 수행된다. 확인된 부정적인 영향은 이것이 예상보다 크지 않음을 확인 

하기 위해 컴토된다. 만일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클 때는 발전소에 대 

한 중대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완화 조치의 수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단 부정적 영향이 처리되고 나면 원자로건물 방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건물 방출 제어 전략의 

적절성을 컴토해야 한다. 

(마)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조치에 따른 장기관심사항 확인(A항) 

일단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전략이 착수되고 단기적인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면， 장기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 컴토해야 한다 장기 관심 사항은 냉각수 

주입 시작 후 수 시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관심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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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위적 증기발생기 방출 계속 여부 평가 (B항) 

증기발생기로부터의 핵분열생성불 방출은 증기발생기를 캄압하기 위한 인위 

적인 전략 수행의 결과일 것이다 증기발생기의 인위적인 캄압은 저압안전 

주입 유로가 이용 가능하다면 완화-01 지침서에서， 또는 손상된 증기발생기 

가 PHTS 캄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완화 02 지침서에서 수행될 수 있다. 

완화-01 지침서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세정을 위해 결국은 손상된 증기발생 

기로 급수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건전한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공급이 우선 

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만일 손상된 증기발생기로 캄압되고 있다면 그것 

은 @ 전열관 파손이 그 증기발생기의 캄압 과정에서 발생했거나.(2) 모든 

증기발생기가 전열관이 파손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만일 증기발생기의 

캄압이 진행중이면， 그 전열관들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충수되어 있어 완전 

고칼에 따른 고온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을 것이다(증기발생기는 고칼 시까지 

완전히 캄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침서에 이르게 되는 좀 더 가능성 

있는 경로는 어떤 손상된 증기발생기가 인위적으로 캄압되고 있을 때이다. 

이 상항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손상된 증기발생기를 처음 캄압할 때 

캄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확인되었을 것이며， 그 시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완화 05 지침서의 B항에서 제공하는 지침은 인위적으로 캄압되는 손상된 증 

기발생기에 대해서 이미 수행되었을 것이다(즉 증기텀프가 우선적으로 수행 

되었을 것이다) . 또한 증기텀프가 진행 중에 있다면， 인위적으로 캄압되고 

있는 손상된 증기발생기의 격리는 캄압을 범추게 할 것이다. 만일 손상된 

증기발생기가 캄압중에 있지 않다면. B항에서의 조치는 손상된 증기발생기 

부터의 방출 완화에 적절할 것이다. 

(사) 복수기 증기 텀프 확립 여부 결정 (B항) 

이 기술배경서의 2.1.1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손상된 증기발생기로부터 복 

수기로 증기를 텀프하는 것은 핵분열생성물의 대기 방출을 캄소시킬 수 있 

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증기텀프가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손상된 증기발생기가 충수되 

어 있다면，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전열관 상부의 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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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것이며， 방출되는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은 불활성기채일 것이다. 이 

경우 불활성기체는 복수기에서 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복수기 증기텀프의 

확립은 핵분열생성불방출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전열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면(즉， 증기발생기 2차측 압력경계의 고 

장이 없고， 압력이 주증기 안전밸브의 설정치 이하인 경우)， 복수기로의 증 

기텀프 확립은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비상기술 

지원실은 발전소상태를 큰거로 하여 복수기 증기텀프의 확립 여부를 평가해 

야한다. 

(아) 보조건물로 방출하는 계통의 격리 여부 결정 (C항) 

만일 현재 복구 조치에 이용되는 계통이 보조건물 방출의 원인이라면， 비상 

기술지원실은 현재 수행중인 북구 조치의 중단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만일 

방출이 ECCS 펌프의 재순환 모드의 운전 때문에 발생했다면，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방법은 ECCS 펌프를 격리하는 것이다. 만일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다른 기기 배열이나 계통이 없다면. ECCS 펌프의 격리는 결국 

더 많은 방출을 초래할 것이다. 

(2 ) 주요 결정 사항 

완화 05 지침서의 복구 지침은 발전소 빛 사고 진행의 특성에 큰거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사엄자의 의사 결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사엄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가)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 수행 여부 결정 (A항) 

만일 부정적인 영향이 수용될 수 없고 완화될 수 없으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원자로건물 방출이 반드시 완화되어야 하는지의 결정에 직변하게 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자에 큰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원자로건물 

방출 완화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의 크기， 그러고 

원자로건물 방출을 완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둥이 그것이다 일반적으 

로 방출을 계속 허용한 결과가 방출 완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나 

쁘기 때문에， 비상기술지원실이 방출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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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출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살수계통이나 지역공기냉각기의 사용은 원자로건물을 활성화함으로서 

수소 연소를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원자로건물 구조물의 건전성 

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수형 원전에서는 수소연소의 영향 

은 무시할 만큼 작다. 또한 핵분열생성물은 원자로건물 압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자로건물 대기로부터 계속하여 제거될 수 있다. 

(나) 인위적인 증기발생기 방출 계속 여부 결정 (B항) 

증기발생기로부터의 핵분열생성불방출은 증기발생기를 캄압하기 위한 인위 

적인 전략 수행의 결과일 것이다 파손된 증기발생기를 인위적으로 캄압하 

기 위한 2가지의 전략(완화-01과 완화-02)은 건전하거나 고장난 증기발생기 

를 캄압하는 데에 높은 우선핀을 준다. 그러므로 캄압을 위해 다른 증기발 

생기를 이용할 수 없거나 캄압된 증기발생기가 도중에서 파손되었다면， 비 

상기술지원실은 파손된 증기발생기에서 캄압 때문에 핵분열생성물 누출을 

일으킬 경우에 캄압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파손된 증기발 

생기가 캄압되고 있다면， 증기발생기내로 저압 급수원을 사용하여 증기발생 

기로 주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 후 캄압을 계속함으로써 전열관 파손 부위 

가 물에 잠기도록 할 수 있다 PHTS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손된 증 

기발생기가 캄압되고 있고 PHTS의 압력이 400 psig(전략수행제어도의 PHTS 

압력 참조) 미만이면， 비상기술지원실은 PHTS 압력이 400psig 이상이 될 때 

까지 캄압을 중단할 것을 평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캄압을 계속하는 

데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컴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서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다) 복수기 증기 텀프 여부 결정 (B항) 

복수기 증기 텀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터빈건 

물의 출입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 발전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부정적인 영향이 수용될 수 없고 완화될 수 없다면， 비 

상기술지원실은 복수기 증기 텀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지의 결정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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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 결정은 @ 복수기 증기 텀프 확립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잠재 

적인 이점，(2)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3) 복수기 증기 텀프를 확립하지 않 

았을 경우의 결과에 큰거하여 내려진다. 

(라) 능동적 방출 유로 격리 여부 결정 (C항) 

만일 능동적 방출 유로의 차단과 관련된 부정적 인 영 향이 수용될 수 없고 

완화될 수 없으면， 비상기술지원실은 방출 유로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하는 

지의 결정에 직변하게 된다. 이 결정은 CD 능동적 방출 유로의 차단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2)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3) 방출 유로를 차 

단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에 큰거하여 내려진다. 

6, 원자로건물 상태제어 전략 

가. 개요 

발전소를 제어된 안정한 상태로 유치하려면 원자로건볼 압력을 대기암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건물 압력을 대기압으 

로 유지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는 핵분열생성물의 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둘째는 원자로건물의 손상 압력에 대하여 보다 큰 여유도를 가 

질 수 있다 즉 수소 연소， PHTS 배관의 크립 파손 동 원자로건물 가압을 

유발하는 중대사고 현상에 의한 원자로건물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 

는것이다 

비상운전절차서는 사고기간 중에 지역공기 냉각기와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을 

사용하여 원자로건물의 압력을 설계기준치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월성 

원전의 경우 지역공기 냉각기는 사고 이후 붕괴열을 모두 제거할 수 있으나 

원자로건물 살수는 다우정 탱크 물이 고갈되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 

역공기 냉각기나 살수계통이 운전될 경우 노심 콘크리트 상호 반응에 의한 

많은 양의 비웅축성 기채 발생이 없으면 원자로건물 내 압력은 장시간 대기 

압으로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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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여 원자로건물 압력을 캄소시키는 것이 사고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예; 

원자로건물 대기중 증기 제거로 증기불활성이 사라져 수소연소 발생) . 그러 

므로 비상기술지원실은 핵분열생성물의 대기 방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 

선의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보다 적절한 

시나리오로서 어떤 시점에서는 열제거원 주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핵분열생 

성물의 방벽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완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완화 06 지 

침서에는 원자로건물 캄압에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지침들이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건물 캄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계통들이 

지침서에 나타나 있어 비상기술지원실이 어떤 계통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로건물 캄압전략이 일단 발효되면 발 

전소 위협요인이 경캄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원자로건물 캄압 전략이 성 

공적인가에 대해 평가한다. 

다음 장에서는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사용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 빛 제한 사항 동을 기술하였으나， 본 지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영향 

을 주는 인자 빛 제한 사항만을 컴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자 빛 제한 사 

항은 EPRI TBR [32] 에 정의되어 있는 중대사고 현상에 큰거하고 있다. 상세 

한 중대사고 현상들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으며， 필요시 참고문헌 [32]을 

참조하면 된다. 

나. 기술 배경 

노심 손상을 동반하는 사고 기간 동안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면 원 

자로건물로부터 외부 대기로의 핵분열생성불 누출을 캄소시킬 수 있고， 또 

한 중대사고 기간 동안 원자로건물 내 압력 스파이크로 인한 원자로건물 손 

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원자로건물 압력이 대기압 큰처에 도달하는 

시점이 완화 06 지침서를 종료되는 시점이 된다.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의 열제거원 제공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비상기술지원실이 완화 06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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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영향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에 열제거원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긍정 적 인 효과에 대해서 컴토하였다. 

(가)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제공 

노섬에서 생성되어 원자로건물 대기로 방출된 증기는 원자로건물을 가압시 

킬 것이며， 원자로건물 압력 증가율은 증기 발생율과 원자로건물 내 증기 

제거율 빛 원자로건물 체적에 의해 결정된다. 원자로건물 가압율은 잔열에 

의한 물의 증기화율에 따라 대략 시간탕 5 psi 정도가 된다. (이 값은 유입 

되는 물이 포화상태라고 가정하였을 때이며 물이 과냉각상태에 있을 경우에 

는 가압율은 보다 작다) 그러므로 만약 열제거원이 제공될 수 없다면 원자 

로건물은 결국 노심 잔열에 의해 가압이 되고， 이로 인해 원자로건물은 손 

상된다 증기생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과압율에 대한 설명은 TBR Volume II. 

Appendix 8.2 에 기술되어 있다. 

TBR(Volume 11. Appendix T)에서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원자로건물 손상 

메카니즘은 과열에 의해 원자로건물 관통부에 사용된 유기벌봉체의 재질이 

열화되어 결국 원자로건물이 손상되는 것이다. 이 상태는 원자로건물 바닥 

위의 노심파면이 원자로건물 대기를 원자로건물 관통부 벌봉체의 설계기준 

을 초과하는 온도로 가열할 경우에 발생할 것이다(원자로건물 대기 온도는 

노심파면 지역에서 900 oF 이상으로 상승할 것임) . 이러한 상태 하에서 원 

자로건물 열제거를 시작하면 원자로건물 대기를 냉각시키며 과열로 인한 원 

자로건물 관통부 벌봉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원자로건물 살수계통과 지역공기 냉각기계통은 원자로건물 내 증기를 웅축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살수계통은 원자로건물 대기로 원자로건물 상부에 

있는 살수노즐을 통해 냉각수를 주입하여 증기를 웅축시킨다 

지역공기 냉각기들은 원자로건물 대기에 있는 포화증기를 냉각코일을 통과 

하도록 하여 증기를 웅축시켜 원자로건물 압력을 캄소시킨다. 월성 발전소 

의 경우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은 잔열에 의해 생성되는 증기의 비율보다 빨 

리 증기를 웅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건물 살수계 

- 274 -



통의 사용은 원자로건물 압력을 거의 대기압으로 유지시킬 것이다. 지역공 

기 냉각기계통의 열 제거 능력은 잔열보다 크기 때문에 원자로건물 압력을 

낮출수있다 

살수계통은 다우정 탱크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자로건물 열 

제거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살수 탱크가 고갈되면 원자 

로건물 살수계통은 비상급수계통을 이용하여 살수 탱크를 재충수 하던가 

비상노심냉각 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건물 바닥의 물을 살수 탱크로 회수할 

것이다 만약 원자로건물 바닥의 물을 이용할 경우 원자로건물 바닥 물의 

과냉각으로 인해 비상노심계통 얼쿄환기가 없어도 단기간 동안은 원자로건 

물 압력은 캄소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바닥 물의 온도는 포화상태에 이르 

고 원자로건물 압력은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노심계통을 

이용한 살수 탱크 재충수는 단기적인 원자로건물 압력캄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상노심계통 열쿄환기가 작동되지 않으면 과압으로 인 

하 원자로건물 손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기기 생존성 

설계기준사고 동안 원자로건물은 높은 압력 상숭이 예상된다. 따라서 설계 

기준사고를 캄시하고 또 회복하는데 사용할 기기들은 높은 압력에서도 운전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기는 계통기기들(예; 펌프， 밸브 둥)과 계측 

기기들(예; 전송기. RTD 동)을 포함한다. 설계기준사고를 복구하는 데 사용 

되지 않는 기기들도 고압력에서는 작동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원 

자로건물 압력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기기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중대사고 후 기기 운전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기기 

생존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다) 원자로건물로부터 핵분열생성불 누출 캄소 

만약 원자로건물 누출이 중대사고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누출 경로가 개방된 경우， 누출 경로를 통한 핵분열생성물의 누출량은 원자 

로건물 압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원자로건물 누출을 막기 위해 주제어 

실에서는 원자로건물을 격리하며， 때로는 이들 누출을 격리하는 것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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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 원자로건불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캄소 

시키는 유력한 방법은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통한 원자로건물 압력을 캄소 

시키는 것이다 원자로건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감소를 위해 사 

용되는 원자로건물 살수와 지역공기 냉각기에 대해서는 완화 5, “핵분열생 

성불 방출 제어” 기술배경서에 설명되어 있다. 

(2 ) 부정적 영향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반면， 원자로건물 압력 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대기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가속시키거나 또 

는 사고 이후 회복 조치를 제한함으로써 사고진행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음은 열제거원 주입 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가) 수소 연소로 인한 원자로건물 중대 위협 

노심 노출 후， 노심은 가열되고 피복재는 증기 존재 하에서 산화될 것이다. 

이 산화반응은 이차 함수적으로 증가하나， 피복재 온도가 약 1000 K에 도달 

할 때까지의 산화는 무시할 수 있지만 약 1800 K이상에서는 급격한 산화 반 

응이 일어난다. 피복재 산화 반응에 따른 생성불 중의 하나는 수소이며， 이 

수소는 PHT8가 건전할 경우는 PHT8에， PHT8로부터 방출경로가 있을 경우는 

원자로건물에 축적된다. 원자로건물에서 수소가 연소되면 연소시 조건에 따 

라 원자로건물의 건전성 상실을 유발하여 핵분열생성물의 대기 방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EPP1 TBR Vol , 11 App , 8 ， 3는 가연성 가스의 연소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원자로건물에 존재하는 증기는 수소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수소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증기 량은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의 함 

수이다. 수소 연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대 증기 농도는 53%이다. 원자로건 

물 비활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산표-05 ， “원자로건물내 수소 가연성”의 

기술배경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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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자로건물이 비활성 상태이고 상탕량의 수소가 축적되어 있다면， 원 

자로건물 살수나 지역공기냉각기의 사용은 원자로건물내 증기분율을 감소시 

켜 수소 연소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비상기술지원실은 노심 

손상 후 원자로건물 살수 또는 지역공기냉각기의 작동을 요구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살수펌프와 지역공기냉각기는 원자로건물 비활성화 상태를 깨뜨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비록 원자로건물 압력이 비쿄적 높은 상태일지라도 

(원자로건물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40 psig ), 적어도 과압력에 따 

른 원자로건물 손상 가능성은 완화될 수 있다 살수펌프 유량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건물 대기에서 제거되는 증기율이 잔열에 의해 생성되는 

증기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지역공기 냉각기의 열제거 효율은 

냉각코일로 냉각수의 유량을 감소시 킴으로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으로 

는 실제 원자로건물 압력과 원자로컨불 극한 내압 사이에 충분한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수와 지역공기 냉각기를 한 두시간의 간격을 두고 기동 

과 정지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다 

(나) 불충분한 살수원 

살수탱크는 살수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 모두의 흡입원이다. 살수탱 

크가 고갈되면 비상노심계통 펌프는 원자로건물 바닥에서 흡입을 취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재순환 모드라고 함) . 그러나， 기기고장이나 원자로건물 

외부 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와 같은 발전소 상태에서는 이러한 재순환 모 

드의 운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재순환모드 운전은 중대사고가 발생 

한 후에는 심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재순환수로 인하여 바람직한 운전모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살수계통과 비상노심계 

통 펌프의 흡입원을 살수탱크로만 사용할 때가 있다.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의 운전은 살수 탱크의 급격한 수위캄소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 살수탱크가 살수 계통의 유일한 흡입원이라면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의 운전에 따른 살수탱크 수위 갇소는 살수 계통의 원자로건물 열제거 

기능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 건물 살수가 비상노심냉각계통 

펌프의 운전 보다는 빠른 시기에 일어나므로 이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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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건물 침수 

비상급수계통은 물을 원자로건물에 장기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원자로건물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원자로건물 배기밸브， 지 

역공기냉각기의 입/출구 덕트 등과 같은 발전소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기 

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공기냉각기 입/출구 덕트의 침수는 열제거 

효과를 캄소시키고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상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 

기 관통부가 물에 잠기게 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PHTS 루프까지 침수되면 사고 진행 과정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계측기는 상실될 것이다. 

만일 원자로건물 수위와 체적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원자로건물 수위증 

가는 살수 유량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언제 원자로건물이 침수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계산표-02 ， “원자로건물 수위 빛 체적”를 사용 

할수있다. 

다. 의사결정 

완화 06 지침서는 중대사고 동안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기 위한 체 

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제공한다. 완화 06 지침서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 

의 목적은 @ 원자로건물 열제거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의 결정， 

@ 원자로건물 열제거에 대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원자로건물 열제거를 

실시할 것인 가의 결정，(3) 원자로건물 열제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수용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 결정，@ 원자로컨불 열제거가 중대사고 완화에 

성공적일 지의 결정이다. 

(1 ) 주요 조치 사항 

( 가) 가용한 원자로건물 열제거 수단 파악 

월성 원전에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을 캄압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자로건물 열제거원과 원자로컨불 배기 설비가 있다 원자로건물 열 

제거원으로는 원자로건물 살수계통과 지역공기 냉각기계통이 있다.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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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살수계통과 지역공기냉각기는 안전등급이며 정상적으로 설계기준사고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 시에는 설계 기준을 초과하 

는 압력과 온도가 원자로건물 살수기와 지역공기냉각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 

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본 지침서에서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이 

제공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건물 살수와 지역공기 냉각기의 

운전에 필요한 기준을 컴토한다. 

원자로건물 살수 또는 지역공기 냉각기가 운전 불가능하여 원자로건물 온도 

와 압력이 계속 상승하여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때에는 원자 

로건물 배기를 고려한다. 월성 원전에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배기를 위 

한 설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정상운전 또는 설계기준사고시 사 

용하는 원자로컨불 배기 설비 (중수증기회수계통， 원자로건물환기계통， 사 

용후 핵연료 처장수조 배기계통， 핵연료쿄환기 배출수초 청화계통등)를 사 

용하여 원자로건물 배기를 실시할 수 있다. 

원자로건물 살수， 지역공기 냉각기， 원자로건물 배기 설비의 운전 가능성을 

첨컴하는 데 사용하는 점컴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발전소 상태가 원자 

로건물 열제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대채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월성 원전에는 대체 열제거원으로 사용할 계통이 없음. 그러 

나 소방차를 이용한 원자로건물 외벽 냉각은 고려해 볼 수 있음) . 만약 원 

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사용할 수 없으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왜 원자로건물 열 

제거원을 사용할 수 없는가를 확인한 후 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주제어실에 

지시한다. 만약 열제거원을 사용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중대사고 위협을 완 

화하기 위해 전략수행제어도 또는 이전에 수행중이던 지침서로 돌아가도록 

지시한다. 

(나)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사용 영향 확인 빛 평가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건물에 열제거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고의 

전개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원자로건물을 위협하는 원자로건물 압력과 온도를 감소시키고， 핵분열생성 

불 누출을 줄여서 원자로건물 내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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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수소 연소 가능성， 불충분한 살수원 빛 원자로건 

물 침수 가능성 둥이 있다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기 전에 열제거원 제공으로 인하여 핵분열생 

성불 방출이 증가될 가능성 또는 향후 회복 조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 여부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수용이 곤 

란한 부정적 영향으로 간주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 

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가 성공적 

이지 못할 경우， 부정적 영향과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의 결과를 비쿄하여 열제거원 제공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 원자로건물 열제거 효과 확인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제공이 잠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부 

정적 영향이 예상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 전략이 수행되고 난 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 

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영향들이 컴토되어야 한다. 

만약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보다 크다면 발전소에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완화 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부정적 영향이 처리되고 

나면 추가로 열제거를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의 적절성을 컴토해야 한다. 

( 라)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운전에 따른 장기 관심사항 확인 

일단 열제거원이 제공되고 단기적 영향이 완화되고 나면 장기적 영향이 컴 

토되어야 한다 이 지침서에서 적용되는 장기 관심사항은 열제거원 제공후 

수 시간 경과한 후 발생할 수 있다. 

(2 ) 주요 결정 사항 

완화 06 지침서의 복구지침은 발전소 빛 사고 진행의 특성에 큰거하여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사엄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사엄자의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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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건물 열제거원 제공 여부 결정 

부정적인 영향들을 수용할 수 없고 완화할 수 없는 경우， 비상기술지원실은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을 제공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이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큰거하여 내릴 수 있다 

원자로건물 열제거원의 사용에 의해 실현 가능한 이득 

원자로건물 열제거시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 

- 원자로건물 열제거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통상적으로 원자로건물을 캄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원자로건물 캄압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결과보다 일반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만일， 비상기술 

지원실에서 원자로건물 캄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은 타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자로건물 캄압 미실시의 이유에 해탕하 

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원자로건물의 중기농도가 높아 수소 연소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 

자로건물 살수가 유일한 주입 수단인 경우， 주입전략을 수소 연소 문제가 

확인될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7. 원자로건물내 수소 제어 

가. 개요 

노심이 노출됨에 따라， 노심은 과열되고 피복재는 증기와 반응하여 산화된 

다. 이 반응은 포불선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며， 피복재 표면 온도가 18000F 

에 도탈될 때까지는 피복재 산화반응은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피복재 

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부산물중의 하나가 수소이다. 이 때 발생된 

수소는. PHTS가 건전하다면 PHTS내에 축적되고. PHTS에 누설 경로가 있다면 

원자로건물 내에 축적된다 원자로건물 내의 수소농도가 4~6%에 도달하면， 

수소는 점화되어 원자로건물의 압력 빛 온도 스파이크를 유발시킬 수도 있 

다. 만일 충분한 수소가 원자로건물 내에 축적된다면， 수소가 연소될 때 원 

자로건물 설계 압력을 초과하는 압력 스파이크를 일으켜 원자로건물의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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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상실할 수 있다. 비록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이 전면적 수소연소로 위협 

받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전면적 수소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대사고관리를 종결할 수 없다. 

원자로건물내 수소농도가 높으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건물내 수소농도 감소시키는 절차를 제공하고 

자 완화 07 지침서가 개발되었다. 완화 07 지침서는 원자로건물 내의 수소 

농도가 [H02]%를 초과했을 때 전략수행제어도로부터 진입한다. 또한 다른 

지침서를 수행하던 도중에라도 수소 농도가 제어 -01의 그림 1에서 “수소 위 

협” 영역에 해탕하면 수행하던 지침서를 일시 중지하고 완화 07로 전환한 

다. 

완화 07에서는 여러 가지 수소 제어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즉 수소첨화기 

사용 방안， 인위적인 수소 연소 방안， 그러고 수소 연소 예방 방안이 있다. 

비상기술지원실은 각각의 방안 사용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큰거하여 적절한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일단 수소 제어 방안이 결정되면， 

완화 07 지침서에서는 수소점화기 사용， 인위적인 수소 연소， 그러고 수소 

연소 예방 등에 대한 지침을 각각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는 원자로건물내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 

향 빛 제한 사항 등을 기술하였으나 본 지침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영향을 

주는 인자 빛 제한 사항만을 컴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자 빛 제한 사항은 

EPRI TBR [32] 에 정의되어 있는 중대사고 현상에 큰거하고 있다. 상세한 중 

대사고 현상들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으며， 필요시 참고문헌 [32]을 참조 

하면된다. 

나. 기술 배경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자로건물내 수소 농도를 감소시키면 원자로 

건물 기능 상실의 가능성이 완화되고， 일단 수소 농도가 설정치 이하로 낮 

아지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종료할 수 있다. 원자로건 

물내 수소는 원자로건물내 수소 연소 사용으로(매우 천천히 수소 감소) 캄 

소될 수 있다. 이상의 방안은 각각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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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지침서에서는 이상의 방안 외에 원자로건물 내에서 수소 연소가 일 

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자로건물 대기를 불활성 상태로 만들고 첨 

화원을 격리하는 방안도 언급하였다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자로건물 배기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 지침서에서는 원자로건물 

수소 제어를 위하여는 원자로건물 배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지침서에서 제시된 수소 제어 방안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비상기술지원실이 완화 07의 수행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1 ) 긍정적 영향 

다음에서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내 수소를 제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 

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컴토하였다. 

(가) 수소첨화기에 의한 원자로건물내 수소 농도 캄소 

원자로건물내 수소 농도를 캄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안은 수소첨화기를 사용 

하는 것이다 수소점화기는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내 국부 수소 농도를 제 

어하기 위한 설비로 PHTS에서 원자로건물로 수소가 방출될 수 있는 곳에 설 

치되어 있으며， 100% 지르카로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자로건물 내 

의 전체 수소 농도를 1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33 ， 34 1. 

수소점화기를 사용하면 수소 농도가 4%를 초과할 때부터 수소가 연소되기 

때문에 원자로건물 내에 수소가 집적되지 않는다. 또한 수소 농도가 낮을 

때 수소 연소가 일어나므로 압력 빛 온도 스파이크도 낮다. 

(나) 인위적인 연소에 의한 원자로건물내 수소 농도 캄소 

원자로건물내 수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빠른 방안은 인위적으로 수소를 연소 

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소 연소를 일으키는 데， 이 때 원자로건물 압 

력과 온도는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약 15초청도 지속) , 그러나 일단 압력과 

온도의 스파이크가 끝나면 추가적 인 지르코늄 불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소 연소에 의한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에의 단기적 위협은 없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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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는 원자로건물내 기기와 계측기의 기능 상실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35l. 또한 원자로건물은 수소 연소를 방지하고자 오랫동안 가압 

상태로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원자로건물 손상이 문제가 안 된다면， 

아마 인위적인 연소 방안도 수소 제어에 있어서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 수소연소 예방 

원자로건물내 수소 연소는 매우 높은 압력과 온도의 스파이크를 야기한다. 

수소연소에 의한 원자로건물의 흑심한 상태는 짧게 지속되지만， 원자로건물 

내부에 위치한 기기와 계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수소연소 

에 의한 원자로건물내 흑심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가 요구된다 첫째， 수소가 첨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기 불활성”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원자로건물내 증기 농도를 증가시킨다[32l. 만일 능 

동적인 열제거가 원자로건물 내에서 진행 중이라면， 열제거를 중단하면 원 

자로건물 내의 증기가 축적되고 결국에는 원자로건물이 불활성상태가 된다. 

원자로건물 불활성화는 다른 회복조치가 수행되고 있는 중에는 매우 효과적 

인 수소 제어 방안이 된다. 그러나 사고관리지침서를 종결하기 위하여는 결 

국에는 수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증기불활성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 

는데 이는 2.2항에서 토의한다. 

수소연소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원자로건물내 모든 잠재적인 첨 

화원들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원자로건물내 수소는， 만일 원자로건물내에 

점화원들이 없다면 연소되지 않을 것이다. 점화원은 사용시 스파이크를 일 

으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전기 기기들이다(즉 모터， 모터작동 밸브， 릴레 

이 동) . 이러한 첨화원에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원자로건물내 수소연소의 가 

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몇몇 점화원들은 사고 회복에 필요할 수도 있다 

는 사실을 주목하라. 

(2 ) 부정적 영향 

원자로건물내 수소 캄소에 따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수소 제어 전략들에 

따라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은 대기로의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가속시키거나 다른 회복 조치를 수행하는 능력을 캄소시킴으로써 사고 진행 

- 284 -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음은 수소 제어 전략이 시 

작된 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이다. 

(가) 증기 불활성화에 의한 원자로건물 가압 

높은 압력을 지속하는 것은 원자로건불의 핵분열생성불 누설을 증가시키고 

원자로건물 내부에 위치한 기기 생존성을 위협하는 등 사고 진행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 이 두 가지 영향은 완화 06 ,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 지 

침서 2 ， 1항에 설명되어 있다. 원자로컨물 수소 연소가 억제되고 있을 때， 

수소를 캄소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원자로건물 배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사고 발생 후 원자로건물 배기를 하면 방사능이 보조건물로 방출되기 

때문에 원자로건물 건전성이 과압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 때에만 배기를 고 

려하게 된다. 

다. 의사결정 

완화 07 지침서는 중대사고 동안 원자로컨불 수소 농도를 캄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제공한다. 완화 07 지침서에 포함된 의사 결정 

과정의 목적은 @ 수소 제어 전략을 선정하고，(2) 수소첨화기 작동 전략을 

평가하고，(3) 인위적 수소 연소 전략을 평가하고，@ 수소 연소 예방 전략 

을 평가하는 것이다. 

(1 ) 주요 조치 사항 

(가) 수소 제어 전략 선정 

완화 07 지침서에서 취하는 조치들은 선정된 수소제어 전략에 따라 다르다. 

이 지침서에서는 네 가지 수소제어 전략이 확인되었다: 수소첨화기 작동， 

인위적 수소 연소， 수소 연소 예방， 그러고 조치 없음이 있다. 적절한 전 

략을 선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은 (2 )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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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소첨화기 작동 평가 

수소첨화기는 원자로건물 내의 국부 수소 연소를 일으켜 수소를 제거하며， 

전면적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소 농도를 일정 농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수소점화기는 매우 빠르게 원자로건물 내의 수소를 제거한다 수소점 

화기 가 작동하면 원자로건물내에서 압력 빛 온도 스파이크가 일어 난다 압 

력 스파이크의 크기는 수소 농도에 비 례한다. 압력 빛 온도 스파이크가 매 

우 클 경우에는 수소첨화기 주위에 있는 기기나 계측기의 생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상기술지원실은 수소점화기 사용에 앞서 수소첨화기의 

사용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의 일부분으로， 비상기술지원실은 수소첨화기의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큰거로 하여 

수소첨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핵분열생성불 방출 위치 확인 

만일 비상기술지원실이 원자로건물내 수소를 캄소시키는 전략으로 인위적 

연소를 채택했다면， 어느 것이 점화원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로건볼 수소 농도는 전면척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산표-03 ， “원 

자로건물 캄압시 수소 영향”에서 “수소 연소” 영역에 있어야 한다. 일단 점 

화원이 결정되면， 주제어실은 수소 연소를 일으키도록 점화원을 사용한다. 

점화원은 원자로건물 내에서 스파이크를 일으키도록 기기의 작동과 정지를 

반복함으로써 얻어진다 

(라) 수소 연소 예방 조치 평가 

만일 인위적 수소 연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우연히 수소 연소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이 있다. 원자로건물 압력이 계산표 

-03 , “원자로건물 캄압시 수소 영향” 의 “수소 연소” 영역보다 최소 10psig 

이상을 유지한다면， 그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원자로건물 압력의 여유가 10psi 이내이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원자로건물 

열제거 조치를 중지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캄압밸브를 개방하여 원자로건물 

에 증기를 방출할 것인지， 잠재적인 점화원들을 격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로건물내 수소농도가 6% 이하일 때는 전면적인 수소 연소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로건물 열제거 조치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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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결정 사항 

완화 07 지침서의 회복 지침은 발전소 빛 사고 진행의 특성에 큰거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사엄자의 의사 결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사엄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가) 수소 제어 전략 선정 

비상기술지원실에서는 원자로건물내 수소를 감소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기 전 

에， 수소 제어 전략 4 가지 중에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정해야 한다 수소 

제어 전략은 원자로건물 압력과 수소 농도에 따라 선정한다. 적용할 수 있 

는 수소 제어 전략을 결정하는 데는 계산표 03 “원자로건물 캄압시 수소 영 

향”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현재 또는 추후 발생할 수소 연소로 인하여 원 

자로건물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수소 제어 전략으로 수소 

점화기 작동 또는 인위적 수소 연소를 고려한다. 수소점화기 작동 또는 인 

위적 수소 연소는 원자로컨불내 수소를 상탕히 캄소시키고， 따라서 최소한 

의 단기 간 동안에는 원자로건물내 수소가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수소 

연소로 인하여 원자로건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비상기술지원실이 다 

른 이유로 인해서 수소 연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자로건물을 불활성상태 

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소 제어 전략일 것이다. 이 때 수소를 제 

거하는 방법으로는 원자로건물 배기유로를 확립하여 배기를 하는 방법이 있 

다. 그러나 원자로건물 배기는 보조건물로 방사능물질을 방출하게 되므로 

수소 제거 목적으로는 원자로건물 배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일 수소농도가 전면적 연소 한계 이하일 경우에는， 비상기술지원실은 수 

소 제어 전략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나) 열제거원 사용 중지 여부 결정 

원자로건물 압력이 원자로건물 열제거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원자로건물 격 

리 신호가 발생하는 압력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면， 비상기술지원실은 전략 

수행제어도에 따라 완화-06 지침서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런 후 만일 완화 

07 지침서에 진입하고 나서 원자로건물 불활성화가 적절한 전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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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었다면， 능동적 열제거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붕괴열을 가지고 원자로 

건물 압력 상승을 예측해 보면， 발전소 상태에 따라 불활성화를 하는 데에 

는 30분에서 수 시간 정도는 걸린다 원자로건물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원 

자로건물 누설 또한 증가한다. 만일 원자로건물이 수소 연소로 인하여 중대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수소 연소 전략 대신에 원자로건물을 의도적으 

로 불활성화 하는 전략은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건물 불 

활성화는 비상기술지원실에서 수소문제를 취급하는 데 다양한 선택핀을 갖 

도록 중대사고관리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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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계산 보조도구 작성방법 개발 

1. 계산표 01 , 장기 붕괴열 제거를 위한 냉각재 주입율 

가. 목적 

계산표 01 의 목적은 붕괴열 제거를 위한 최소 주입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 큰거 

중대사고시 노심이 냉각수로 재충수되어 회복되 었어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붕괴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노심의 주요한 열제거원은 증기발생기 

를 사용하거나 일차계통으로 직접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하거나 비등된 수증 

기가 방출되는 것일 것이다. 만일 주입과 방출 방법을 사용하면， 냉각수를 

연속적으로 일차계통으로 주입하여야 하고， 포화 증기 형태로 에너지를 제 

거하기 위하여 가압기 증기배출밸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증기발생 

기가 열제거원으로 작용하면，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논 유량이 일차계통 대 

신 증기발생기로 주입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일차계통 냉각수양이 증기발 

생기로의 적절한 열전달 경로를 위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계산표는 원자로 정지후 시간에 따른 붕괴열 제거를 위한 유량율을 제공 

한다. 이 계산표는 아냉된 냉각수의 완전한 증발을 위한 EPRI TBR 에 

방정식 (A- l)과 (B-6)에 기초하고 있다. 

다. 사용법 

01조= 
y“~ 

원자로 정지후 시간을 기초로 하여 그럼 3 ， 6 ， 1-1은 노심으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입 유량율을 제공한다 이 

계산표는 일차계통을 통한 주입과 증기발생기를 통한 주입 모두에 참조될 

수 있다. 일차계통을 통한 주입 경우， 계산표 곡선은 노심이 완전히 냉각수 

로 차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제거되는 유일한 에너지는 붕괴열이다. 

또한 일차계통 주입을 위한 계산표-01의 사용은 일차계통이 손상되었고 따 

라서 냉각수가 개방부를 통해 손실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주입을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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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계산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캄쇄된 일차계통 주입율이 라 

한다. 

1 ) 노심이 충분한 수원을 가지고 재충수되면 붕괴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하 

다. 

2) 냉각수 주입이 재순환 방식이고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노심을 냉각시키고 핵분열생성불 방출을 최소화시키는 데 충분 

한 유량이다. 

증기발생기 주입의 경우， 계산표 01은 증기발생기 주입 유량이 붕괴열을 제 

거하기에 적절한지 그러고 증기발생기를 캄압할 때 냉각수 손실에 대한 문 

제가 있을지 여부들을 결정하기 위해 참조한다 증기발생기 주입에 대한 계 

산표 01의 첫 번째 사용은 일차측과 이차측 모두 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아래 표는 지침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지침에 계산표-01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라. 가정사항 

이 계산표를 개발하는 데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였다. 글자체가 가지체로 

표 3.6.1-1 계산표 01 사용 목적 

지침서 계산표사용목적 

완화 01 , 증기발생기 급수 주 • 가용한 증기발생기 주업율이 붕괴열을 제거랴기 

업 에 적절한지 여부 결정 
완화 02, PHfS 냉각수 주업 • 일단 노심이 냉각수로 람힌 후 장기적으로 PHfS 

주업유랑을 결정 

완화 03, 칼랜드라아 용기내 • 일단 칼랜드라아 용기가 냉각수로 람힌 후 장기 

냉각수주업 적으로 칼랜드라아 용기내 주업유랑을 결정 

완화 04 , 원자로실 냉각수 주 • 일단 칼랜드라아 용기 랴부가 냉각수에 잠긴 후 

업 장기적으로 원자로실 주업유랑을 결정 

완화 05, 핵분열생생물 방출 
• 재순환 방식이고 핵분열생생물 방출을 완화힐 

필요가 있을 때 감소된 일차계몽 주업 유랑을 결 
제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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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 있는 것은 가정 사항들이 실제 상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결과를 적용 

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 정상상태 조건을 가정한다. 

• 노심은 냉각수로 덮혀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C싱 노성이 부분적으로 

딩혀있다면 이 켜l산표눈 적용할 수 었다 대선에 계산표 O[ 은 노성이 

완전하게 냉각수로 딩헝 때까지 기다려 사용해야만 한다 

• 노심의 기하학적 형태가 건전하다고 가정한다. 만 C싱 노성의 기하학적 형 

태가 손상되었디라도 켜l산된 요구 유량은 C셔전히 초l 션의 곤사값이다 왜 

냐하면 노임 I다편으로부터 C셜처l꺼융은 노성의 기하학적 형태가 건전할 

때의 C겹게거융어1 81 하C셔 디 [냥기 따{묻이다 

• 모든 주입 냉각수는 노심에 도탈되어 냉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 만엘 냉각수가 노성에 도당되지 못하게 하눈 I다손이 추임 

유로 상에 존재하면 켜l산표 경과의 õH색은 적정하게 초정되어야 한다 

• 제거되는 에너지는 붕괴열만을 고려한다. 붕괴열 발생율은 원자로 정지 

전에 최대 출력 운전 조건에 기초한다.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손실에 

대한 보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제꺼되는 성처l 에너지는 이 광은 7~정에 

기초한 어l욕 ~I 보다 적거나 권은 건으로 어l상된다 처l거되눈 성처l 어l 너지 

7~ 낭아지면， 요구 유량융은 디 낭아정 것이다 

• 주입된 냉각수가 아냉 상태에서 일차계통이나 증기발생기로 주입되어 출 

구에서는 포화 상태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C낄 수원이 격낭건 

붕 8H수초이고 정치냉각켜l통 C엽교환기가 운전충이 아니면 추임냉각수의 

아L맹 C셔유도 상성로 인하C셔 필요 유량이 20%까지 증가띨 수 있다 

• 노심이나 증기발생기 출구에서 포화 수증기의 엔탈피는 포괄적 계산을 

하기 위하여 최소화되었다. 최소 포화 수증기 엔탈피는 최대 압력에 해 

탕된다. 그러므로 압력은 가압기 안전밸브 설정치와 같도록 가정하였 

다. 냉각수가 엘차켜l통으로 추입되고 c싱차켜l통 압력이 안전맹브 성정치 

보다 적융 명우 켜l산표 O[ 유량은 성처l 사고 명위를 포광한다 냉각수 

가 증기발앵기로 추임띨 따{ 증기발앵기 압력은 안전맹브 성정치보다눈 

향상 훨씬l 낭융 것이다 그리고 계산표 O[ 유량은 필요 유량보다 약 

[0% 정도 과대 평가한다 

• 만일 냉각수가 일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중이면， 열을 제거하기 위한 일차 

계통 열제거원이 있어야 한다. 열제거원은 일차계통내 파손 부위(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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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부위)일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냉각수는 일단 노심 영역으로 

주입된 이후 손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만일 냉각수가 증기발생기로 주입되는 중이면，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 

적절한 열전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일차측에 충분한 냉각수가 

있어야한다. 

마. 발전소 고유 정보 

아래와 같은 발전소 고유 정보가 필요하다. 예제 값은 월성 2， 3 ， 4호기에 대 

한 값이다[36l ， 

변수 예제 값 단위 변 수 설 며。 

Qo 2815 MWt 최대 출력 
P 2500 Psia 가압기 증기방출밸브 개방 압력 

Tinj 120 。 F 주입 냉각수의 최대 온도 
dens 62 lbm/ft" 주입 냉각수의 밀도 

‘ 

바 방정식의 정의 

그럼 6, 1. 1-1의 곡션을 만들기 위해 원자로 정지후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시간을 변화시켜 가면서 아래 방정식을 풀어야한다 (발전소 요구에 따라 

서 계산표가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40410 * Qo * (t * 3600)에 26 

f decay ••••••••••••••• 

dens * (h,-hruocoo!Od) 

단 f docay 붕괴열 제거들 위한 유랑율 (gpm) 

Qo = 최대출력 (뻐t) 

t = 원자로 정지후 시간 (hr) 
dens = 주업 냉각수의 밀도 (lbm/ft3

) 

h, = 가압기 증기방출밸브 개방 설정 압력에서의 포화 수증기의 엔탈피 

hsubcooled 아냉조건에서 주업 온도(Tt"， )에 기초한 주업 냉각수의 엔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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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월성 2 ， 3 ， 4호기 적용 

다음 그림은 월성 2， 3 ， 4호기에 대한 계산표 01의 예제를 보여준다. 계산표 

예제에서는 증기방출밸브의 개방 압력을 2500 Psig , 냉각수 주입온도를 

120 oF로 가정하였다 발전소 고유의 계산표는 바 절에 있는 방정식을 기본 

으로 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계산표내1 장기 뭉고|열 제거를 위한 냉각수 주입율 

200 

8:1 

I ‘ 
‘ •‘ j 

r 

\\ /‘1 ‘、

s、

:---.-..... '----/ 

\ / 

둥 18:1 
。

m 

빼
 야
 
「
여
싸
 
끼
치
 따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z2 24 

원자로 정지후 경과 시간 (시간) 

그럼 3 , 6 , 1-1 계산표 01 장기 붕괴열 제거를 위한 냉각수 주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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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표 02. 원자로건물 수위 빛 체적 

가. 목적 

계산표 02의 목적은 원자로건물 수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주입된 물의 체적 

과 원자로건물 수위의 상관관계를 제공하는 데 있다. 

나. 큰거 

원자로건물 체적과 수위 사이에는 기하학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 계산표 

02는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해준다. 

다. 사용법 

이 계산표는 v표 3.6.2-1dp 나온 지침서에서 참고로 한다. 

이 계산표는 원자로건물로 주입되는 물의 체적과 수위의 상관관계를 제공한 

다. 이 지침서를 참고함으로써 PHTS로의 냉각수 주입이나 다우정 살수시 원 

자로건물의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기기가 침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심있는 기기가 침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계산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입되었거나 추후 주입할 

표 3.6.2-1 지침서 상에서 계산표 02 사용 목적 

지침서 계산표사용목적 

• 외부 수원을 이용랴여 PHTS로 냉각수들 주업힐 

완화 02. “열수송계통 냉각수 주 때 주입된 물이 PHTS 파손부들 통해 누출되어 

업” 원자로건물이 침수될 사에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필수기기 빛 감사능력을 결정하기 우l함 

완화 05. “핵분열생생물 방출 제 
• 외부 수원을 이용랴여 원자로건물 살수들 랴고 

있을 때 필수기기 빛 감사 능력이 상실될 수 
어” 

있는지들 결정하기 위함 

완화 06. “원자로건물 상태 제 
• 외부 수원을 이용랴여 원자로건물 살수들 랴고 

있을 때 필수기기 빛 감사 능력이 상실될 수 
어” 

있는지들 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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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물의 양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주어진 수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유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 계산표에는 수위와 관련하여 상탕한 불확실성이 있다. 사고경위에 따라 

서 PHTS의 냉각수나 비상노심 냉각수 탱크 내의 냉각수가 원자로건물 바닥 

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일부는 PHTS 내에 남아 있거나 증기화하여 원자로 

건물 대기에 존재할 수도 있다. 

라. 가정사항 

본 계산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가정되었다. 

• 증기화 하여 원자로건물 대기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무시하였다. 

• 주입된 모든 물은 원자로건물 바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원자로건물로 주입되는 물의 온도는 수원에 따라 다르나， 온도 차이에 

대한 밀도 보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마. 발전소 고유 정보 

본 계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건물 하부에 대한 체적/수위를 계산 

할 수 있는 각종 도면이나 이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보고서 (예， 안 

전성분석 보고서)들이 필요하다. 또한 주입 냉각수를 탐고 있는 탱크에 대 

한 정보 (예， 비상노심냉각수탱크 용량， 다우정탱크 수위 빛 용량곡선)가 

필요하다. 본 계산표 활용 시에는 원자로건물 하부가 침수될 경우 그 기능 

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기기 빛 계측기에 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다음 

표는 월성 2， 3 ， 4호기에 대한 작성 예시를 보여준다. 

표 3 , 6, 2-2 수위에 따른 체적값 작성 예시 (단위 ft3 ) 

Level (ft) 

3 ‘6“ 

23 ‘6 “ 

밑면적 ( ft') 

10877 

1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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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 ft') 

0 

217540 



바. 방정식의 정의 

발전소 고유의 계산표를 작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계산 단계는 

없다. 

체적 = 밑면적 x 높이 

사. 월성 2 ， 3 ， 4호기 적용 

다음 그럼은 월성 2， 3 ， 4호기에 대한 계산표 02를 보여준다. 발전소 고유의 

계산표는 발전소 고유의 원자로건물 구조 빛 형상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되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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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 , 6 , 2-1 계산표 02 원자로건물 수위 빛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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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표 03. 원자로건물 캄압시 수소 영 향 

가. 목적 

계산표 03의 목적은 원자로건물의 캄압에 의하여 수소 위협이나 수소 연소 

가 발생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다 

나. 큰거 

원자로건물의 캄압시 장기적인 열손실이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하여 증기가 

웅축된다. 만일 원자로건물이 증기의 존재로 인하여 대기가 증기불활성이 

되거나 비가연성 상태라면， 원자로건물 대기내의 증기 함유량을 캄소시키는 

것은 가연성 상태로 이블지도 모른다. 이 계산표는 원자로건물을 캄압할 때 

향후 수소 위협이나 수소 연소에 직면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추 

가하여， 중대사고 기간중 수소 생성의 일반적인 영향들의 큰거에 대해서는 

계산표 05. “원자로건물내 수소 가연성”의 배경서를 참고하면 된다. 

다. 사용법 

수소 생성과 연소는 사고관리 지침서내 지침의 대부분에 걸친 관심사항이 

다. 계산표 03은 수소 생성과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이다. 수소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다른 수단은 

계산표 05. “원자로건물내 수소 가연성” 그럼에 나와 있다. 계산표 03의 일 

반적인 사용을 위한 설명은 수소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다른 

수단들과 연관된 사항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비쿄를 위하여 표 

3.6.3-1을 참조하면 된다. 

계산표 03의 목적은 수소의 연소에 관련하여 원자로건물 캄압의 영향을 결 

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위하여 계산표-03를 사 

용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산표-03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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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1. 수소와 관련한 평가 방법 비쿄 

계산표 05 계산표 03 

수소 위협 영역 정의 수소 위협 영역 정의 

수소 연소 영역 정의 수소 연소 영역 정의 

수소불연소 영역 정의 
원자로건물 감압에 따른 향후 수소 위협 영 

역 정의 

수소생생 예측을 위해 zr 25%, 50%, 75%, 향후 수소 위협 영역이 zr 반응션으로 정의 
100% 반응에 따라 Zr 반응션을 나타냄 됨 

기본 경우， 배기 경우 빛 ccu과열 사나라 

오에 대하여 언급함 

ccu과열 상태의 진단을 위해 원자로건물 
배기 빛 CCI 없이 기본 경우만 언급 

온도와 압력에 대한 그림 제공 

현재 조건에 기초로 한 수소 불연소 영역 
현재 조건이 앞으로 원자로건물 감압에 의한 

수소 위협 또는 연소를 가져올지 결정함. 
을 병확히 보여줌 

1 ) 수소 위협 영역을 회피하기 위한 지르코늄 반웅률을 보여준다. 

2) 수소 연소 영역을 회피하기 위한 지르코늄 반웅률을 보여준다. 
3) 원자로건물의 수소 농도가 변화하는 방향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더 

이상 수소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가정) 

만일 발전소에서 습식 수소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면， 원자로건물의 수소 농 

도는 원자로건물이 캄압되면서 증가하며， 계산표 그럼은 그것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일 발전소에서 컨식 수소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면， 수소 

농도가 압력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표 03의 사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발전소의 상세한 큰거에 의하여， 컨식 수소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설정치에 이 정보가 포함되도록 선택하거나， 계산표-03 보다는 계 

산표 05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산표 03의 제한 사항들 중 하나는 계산표 03은 원자로건물이 이전에 배기 

를 하지 않았고， 노심용융불-콘크리트 상호반응이 없는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만일 계산표 03의 사용자가 이런 조건들이 적 

용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웅탑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계산표 

-05의 정보를 계산표-03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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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영향들을 진단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그래픽 도구들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계산표 05의 배경서를 참조하면 된다.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전체에 걸쳐 계산표 03을 사용하는 목적이 표 3.6.3-2 

에 요약되어 있다. 

표 3.6.3-2 완화 지침서 상에서 계산표 03 사용 목적 

완화지침서 

완화 05. “핵분열생생물 방출 

제어” 

완화 06. “원자로건물 상태 제어” 

완화 07. “원자로건물내 추소 

제어” 

라. 가정사항 

계산표사용목적 

• 어느 감압 방법을 사용힐 때 함후 수소 우l협이 

있는지 결정 

• 원자로건물 감압을 위한 제한치 설정 

• 만일 어느 원자로건물 감압 방법을 사용한다면 

함후 수소 우l협이나 수소 연소가 일어날 것인지 

결정 

• 원자로건물 감압을 위한 제한치 설정 

• 감압이 시작된 후에 수소 위협과 수소 연소 영역에 

대한 여유도 결정 

• 계산표 03 영역에 근거하여 가능한 수소 체어 
전략을결정 

계산표 05의 기술배경 사항을 참조할 것 

마. 발전소 고유 정보 

계산표 05의 기술배경 사항을 참조할 것 

바. 방정식의 정의 

계산표 05 기술배경서 내의 단계 23~29는 지르코늄 반웅의 분률에 대한 원 

자로건물 수소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식들은 사용되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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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반복하여 2가지 지르코늄 반응의 가정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하부 지르코늄 라인은 초기 원자로건물 압력 에서 원자로건물 수소가 

4.5%(Wet 기준)에 이를 것이다[37] 

2) 상부 지르코늄 라인은 수소 위협 영역의 가장 낮은 지점 아래로 직접 
통과할 것이다 계산표의 예로， 이는 Large Dry 원자로건물에 대하여 

12.9psig에서 약 6%(Wet 기준)이다 이 경우에 가장 낮은 압력은 그 

지점을 통과하는 지르코늄 백분율을 찾는데 이용된다[371. 

사. 월성 2호기 적용 

다음 페이지에는 월성 2호기에 대한 계산표 03을 보여준다. 발전소 고유의 

계산표는 6.0 절에 있는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되어야 한다[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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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6.3-1b 원자로건물 캄합시 수소 영향 (컨식 수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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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산표 04. 원자로건물 배기시 배기량 

가. 목적 

계산표 04는 원자로건물 내 가스를 배기하였을 경우 방출되는 최대 체적유 

량율의 큰사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큰거 

원자로건물 내 압력이 대기압 이상으로 상승하고 배기 경로가 열리면 원자 

로건물의 기채 일부가 외부로 배출되게 된다. 중대사고시 그 관리의 절차 

는 사실상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배출되는 기체의 성분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배출 기체의 정확한 성분은 이 계산표의 목적인 체적유량율의 결정 

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기 유량의 계산의 큰거는 원자로건물 내 기체가 이상기체(ideal gas)라는 

가정에 있다. 저기압 하에서 배기 유량은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 

고 따라서 기체의 밀도 빛 원자로건물 내 압력과 외부 대기압의 압력 차에 

대한 함수가 된다 그러나 약 27 psia에서 유동은 임계유동이 되기 때문에 

원자로건물 외부 압력은 유량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로(orifice)를 통하는 속도는 원자로건물 내 기체의 압력과 밀도에만 의 

존하게 되고 이들 역시도 임계유동 속도에는 별 영향이 없다 

본 계산표의 유동량을 선량계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건물 조건으로 

부터 표준 대기조건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일단 임계유동에 이르면 유속은 

비쿄적 일정한 크기를 보이나 원자로건불 안쪽과 대기상태인 바깥쪽의 밀도 

에 있어서 차이는 원자로건물 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증가한다. 

따라서 본 계산표의 결과를 보면 원자로건물 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 

유량율도 증가한다 (하지만 기체가 원자로건물에서 방출될 때의 기체 체적 

유량율을 보면 임계유동에 이른 이후의 계산표의 계산치는 거의 일정할 것 

이다. ) 

본 계산표의 기술적 배경은 열전달 제1법칙과 이상기체 (ideal ga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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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 원리가 된다. 계산표의 목적이 최대 체적방출율의 결정이므로 배 

기관이 에어로졸로 막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 사용법 

본 계산표는 원자로건물 캄압과 원자로건물 수소가연성 제어에서 원자로건 

물 배기에 의한 가스의 최대 체적유량율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 정 

보를 이용해서 소외 선량계산으로 인해 원자로건물 배기의 방법 흑은 시기 

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본 계산표의 입력정보로 

는 원자로건물의 압력과 배기관의 직경이 된다. 출력은 원자로건물 내 기 

체의 배기시 체적유량율이고 이때 기준은 표준 대기 조건( 590 F 와 14_ 7 

psia)이다. 본 계산표의 결과는 방사선량 추정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산표의 제약으로는 계산표가 오직 최대 유동량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배관의 저항과 에어로졸의 막힘 동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원자로 

건물의 예상 캄압치를 결정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가정사항 

이 계산표를 개발하는 데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탤릭 글자체는 가 

정 사항들이 실제 상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 . 

• 체적 유동율에 대한 최종치는 미국 내 표준대기( 590 F 빛 14.7 psia) 에 

큰거하고 이때 이상기체로 거동하는 컨초대기를 가정한다. 본 계산표 

는 방사선량 추정에 이용될 것이므로 이 가청은 해탕 발전소에 대한 방 

사선량 방출 계산에 합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원자로건물 내 대기에는 포화 증기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상기체로 거동 

한다고 생각한다. 본 계산표를 개발할 때 기체의 체적유량율은 기체 

성분의 작은 변화에는 그러 민캄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포 

화 증기에 대한 가청은 최대 유량율 추정에 있어서 충분히 보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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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산 과정을 단순화한다 . 

• 원자로건물 내 대기 온도는 습도 100 %로 한다. 원자로건물 내 대기가 

모두 증기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원자로건물 내 대기 온도는 그 압력에 

서의 포화 온도가 된다. 이처럼 모두 증기라는 가정을 하면 계산표 계 

산에서는 실제 예상되는 온도보다 높은 값이 사용되지만 최종 계산표 계 

산치에는 큰 영향이 없다 . 

• 임계압력은 유로를 통과하는 기체가 임계유동이 되는 압력을 말한다. 

공기의 경우 이는 원자로건물 압력이 약 27psia가 될 때 발생한다. 이 

는 다음의 임계압력비에 큰거한다 
」ι

( 2 \ K+l 

Po \ K + 1 J 

여기서 K = 비열비 (1. 4) 

p = 원자로건물 외부 압력 (대기) 

Po=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 (원자로건물 측) 

•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이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배기되는 유량율은 

단열(adiabatic)이며 또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지배되는 정상유동 

(steady f1ow)으로 가정된다. 공기에 대해서논 

6P~k←갇E 
ιgc 

여기서 k = 저항계수 (resistance coefficient) 

p = 밀도 

v = 속도 
g c 디벤존 상수 (32.2) 

• 수두손실(Head 10sses)은 저항계수(resistance coefficient)치를 2로 

하여 가정한다. 이는 유로를 통한 수축과 팽창을 고려한다. 배관 손실 

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조건에서는 배관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에어로졸이 침전되면 손실은 상당한 양으로 증가하게 된다 손실 

(1 oss)이 증가하면 유동율은 캄소하게 된다 . 

• 임계유동 조건이 형성된 후에 이상기체에 대한 체적유동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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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 = 비열비 (1. 4) 

g c 디벤존 상수 (32.2) 

p = 원자로건물 내 대기 밀도 

p = 원자로건물 내 압력 

마. 발전소 고유 정보 

아래와 같은 발전소 고유 정보가 필요하다. 

월성 2호기의 경우 수동으로 열수 있논 원자로건물 주요 격리 밸브는 다음 

과같다. 

변수 예제 값 변 수 설 며。 

2.5“ (중수공급계통) 

D 8 “ (순수공급계통) 배기관의 내경 

32 “ (중수증기회수계통) ’ / 

계산표에 표시되어야하는 최종 단위 또한 확인되어야 한다. 예시된 계산표 

는 표준 대기 온도 빛 압력 (59
0

F . 14.7 psia)어 큰거하여 그럼에 나타나 

있다. 

바. 방정식의 정의 

그럼 3.6.4-1에 나타난 그럼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방정식을 해석하여야 한 

다. 방정식들은 다음에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고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에 

서 결정되는 변수 값을 필요로 한다. 또한 방정식에는 단위 변환을 위한 

상수가 있다. 원자로건물 압력 (P)은 14.7 psia에서 원자로건물 파손을 예 

상되는 소위 극한내압(u1timate containment pressure) 이상까지 변화시켜 

야 한다 또， 배기관의 내경이 변하면 각각 다른 배기 경로에 대해 이들 

방정식을 해석하여야 한다. 예시한 계산표는 배기관의 내경 2.5. 8 그러고 

32 inch를 가정하고 작성되었다. 모든 계산은 원자로건물 압력의 단위를 

psia로 하였으나 필요하면 그래프작성은 psig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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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기표를 이용하여 원자로건물 압력 (P ， psia) 어 대한 포화상태 온도 

(T , OF)를 구한다. 

2, 원자로건물의 밀도를 구한다， (p , lbm/ft
3

) 

p ~ (18* P)/ (R* (T+ 459.67)) 

단， R = 보면기채상수 (10.729 psi-ft 3
/ lbm-mole OR) 

3. 배기관을 통하는 속도를 구한다. 

P<27 psia 이면 

P>27 psia 이면 

V~4085.6*[(P-14.7)/pl I/2 

V ~ 2797 . 6 * [P/ p 1 1/2 

4. 원자로컨불 상태에 따라 체적유동율를 구한다. 

Q~V*π*D2/576 

단， D= 배기관의 내경(inch) 

5. 표춘대기조건에 대해 체적유동율(SO ， scfm)를 구한다 

SQ~ Q*(P/P ，ι) *( T ,td + 459.67)/ (T+ 459.67) 

단 P std = 표준 대기 압력 (14.7 psia) 

T std = 표준 대기 온도(59 OF) 

사. 월성 2호기 적용 

다음 페이지에는 월성 2호기에 대한 계산표 04를 보여준다[38 l. 발전소 고 

유의 계산표는 6.0 절에 있는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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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1 원자로건물 배기시 배기량 

(1) 그럼에서 분탕 표준 입방 피트(scfm)의 단위는 590 F 와 14.7psia를 

기준으로 함. 

(2 ) 그럼에서 "d"는 배기관 출구에서의 내경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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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표 05. 원자로건물내 수소 가연성 

가. 목적 

계산표 05 의 목적은 

1 ) 원자로건물 내에 존재하는 수소의 가연성과 

2) 원자로내 Zr(지르칼로이 )의 산화 분율(% )에 따른 원자로건물내 수소농 

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나. 큰거 

원자로용기 내 냉각수 수위가 캄소하여 노심 일부가 노출되면 핵연료 피복 

재는 과열된다 과열된 고온의 지르칼로이 피복재는 수증기와 반응하여 수 

소를 생성한다. 

Zr +2HzÛ • Zr02 +2H2 

이러한 반응에 의해 원자로 내에서 발생된 수소는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따 

라 방출 방법이 다르나 궁극적으로는 원자로건물로 방출된다 하지만 이 지 

침서는 발전소에서 중대사고 진행에 대한 상세한 자료 없이 원자로건물 내 

수소농도를 평가한다 만약 원자로 내 냉각수가 증발되는 과정에 있다면， 

최대 피복재의 50%가 반응하여 수소가 생성된 것으로 한다. 만약 원자로 냉 

각수가 모두 증발되어 재충수가 이루어졌다면 피복재의 75%가 증기와 반응 

하여 수소를 생성한다고 추정한다. 이 값은 사고의 다양성과 관련된 불확실 

성을 충분히 캄안한 것이다 이 값은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수소 제한치의 

현실적 수치 중 최대 값으로 TMI-2 사고 이후부터 NRC와 원자력 산엄계에서 

참조하여 사용하는 값이다[참고문헌 32. 부록 D 빛 S.3 l. 최큰 OECD 보고서 

[39] 에서도 피복재의 60-80% 가 가장 현실적 인 값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 

다. 그러나 노심-콘크리트 상호작용(CCI) 시나리오에서 Zr-불 반응만이 수 

소 생성원은 아니다. 만약 CCI가 일어나면 탄소， 크롬， 칠 둥이 불과 반응 

하여 수소가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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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불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는 연소되는 경우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된 

다. 

수소 연소의 화학 반응은· 

H2 +숭O2 -를 H20+QR 

여기서 QR은 연소된 수소 1 lbm-mole탕 발생한 에너지로 1. 03xl05 BTU 이 

다. 그러나 수소 연소는 수소 농도가 어떤 제한된 설정 값을 념어야 발생한 

다. 일반적으로 체적비로 수소 농도가 4% 이상이면 위쪽 방향의 화염 전파 

가 일어나지만 아래쪽 방향으로는 8% 이상 되어야 화염 전파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염 전파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면 8% 미만에서 첨화되는 경우 

완전 연소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팬 냉각기가 운전되변 화염 전파를 증가 

시켜 약 6% 보다 낮은 수소 농도에서도 전체 연소가 일어난다. 

원자로건물 내 대기 가연성은 다른 가스나 수증기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 

실험 자료를 기초로 가연성 제한치가 설정되었으며， 수증기가 불활성 매체 

로 작용하도록 상관식이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32 , 부록 8.3]. 따라서 원자 

로건물 내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 비록 수소가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수 

소 연소는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건물 내에서 전체 수소 연소가 일어나면， 이로 인한 가압은 

원자로건물 컨전성 손상을 초래할 만큼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산표 

는 수소 연소가 발생 할 수 있는 지와 연소에 의한 압력 증가가 원자로건물 

을 파손시키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수소 연소에 의한 최대 

압력은 TBR의 부록 8.3에 있는 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AICC)에 따른다 

이 계산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상기체 법칙을 이용한다. 비록 가연성과 연 

소에 의한 압력 증가는 ERRI TBR에 있는 방정식[참고문헌 32. 부록 Q. 부록 

8.2 빛 8.3] (자세한 사항은 4.0항과 6.0항 참고)에 따르지만 , 이 식의 적 

용은 이상기체 거동을 포함한다. 원자로건물 압력과 각 가스 성분의 체적 

분율을 연계시키는 데 2가지의 중요한 가청은 원자로건물 내의 대기 온도와 

비웅축성 가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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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가정인 원자로건물 내 대기의 온도는 습도 100% 상태에 기초한다. 

따라서 증기 분압에 상응하는 포화 온도로 원자로건물 온도를 사용한다. 사 

고 후 대부분의 시니리오에서 이러한 가청은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원자로 

건물의 대기가 과열되어 증가된 온도는 원자로건물의 압력 증가를 야기 시 

킬 것이다. 심각한 정도의 원자로건불 과열 (10
0 

F 이상)은 노심이 원자로 

밖으로 이탈되고 노심 파면층을 냉각시킬 물이 없는 사고에서만 가능하다. 

원자로건물의 과열은 가연성 영역을 비가연성에서 가연성 영역으로 이동시 

키며， 이 계산표에서 이러한 가연성 영역 이동 현상을 다룬다. 이 지침서의 

대부분에서는 원자로건물 대기 온도를 포화 온도로 가정하였으며， 

크리트 상호작용 시나리오에서는 과열을 가정하였다. 

노심 콘 

원자로건물 내의 비웅축성 가스에 대한 가정도 또한 본 계산표에 영향을 준 

다. 원자로건물의 대기는 증기， 공기，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 

며， 원자로건물의 가압은 증기의 추가적 유입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 

다. 공기의 양은 초기 조건을 기초로 하였으며， 가압 중에도 같은 양이 유 

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수소는 이 계산표에서 여러 변수 중 하나로 수소에 

대한 가정은 없다. 

가연성 또는 비가연성 조컨을 정의하는 방정식은 원자로건물 내의 수소와 

증기의 함수이다. 이 방정식이 압력의 함수로서 원자로건물 조컨을 결정하 

는 데 이용될 때， 원자로건물 내 공기량에 영향을 주는 가청은 본 계산표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비연소성， 비압축성 가스의 존재는 본 계 

산표의 그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계산표에서 사용되는 “공기” 

라는 용어는 비연소성이며 비압축성 가스를 가리킨다. 보다 많은 “공기”를 

가정할 때에는 증기에 의해 불활성(즉 비연소성)상태에 도탈되기 전에 원자 

로건물은 더 가압 된다. 

원자로건물 내에 존재하는 비연소성， 비압축성 가스의 양에 따라 본 계산표 

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2가지 사고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노 

심-콘크리트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원자로건물 내에서 수소 가연성이다. 

본 계산표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노심 콘크리트 상호작용이다. 

CCI는 가연성 물질인 수소와 일산화탄소(C이를 보다 많이 생성시켜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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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협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킨다. 그러나 CCI는 가연성 대 비가연성 영 

역에 대하여 원자로건물 압력에 변화에 따라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비연 

소성， 비압축성 가스도 동시에 생성시킨다. 원자로건물 압력은 비가연성이 

되기 위해서 더 높게 증가하여야 되는데， 만약 CCI가 발생되면 수소 위협은 

더 피하기 어려워진다. 

다. 사용법 

수소의 생성 빛 가연성은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다. 본 

계산표는 수소 생성과 원자로건물 위협이 일어날 것인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수소의 문제점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방법은 계산표-03 ， 

“원자로건물 캄압시 수소 영향” 수소 설정치 그림이다. 본 계산표의 일반적 

인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소 관심사를 설명하는 이용 가능한 다 

른 계산표들과 상호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표 3.6.5-1은 이들 

상호간의 비쿄표이다. 

따라서 수소 문제에 대한 탑을 찾기 위해 참조할 여러가지 도구가 있다. 일 

반적으로 본 계산표는 초점이 현재 조건에 있을 때， 현재 또는 향후 수소 

계산표 05 
l 

계산표 03 •’ 
수소 위협 영역 정의 ‘ 수소 위협 영역 정의 

수소 연소 영역 정의 \ 수소 연소 영역 정의 

수소불연소 영역 정의 \ 수소 불연소 영역과 원자로건물 감압에 따른 

향후 수소 위협 영역으로 정의 

수소생생 예측을 위해 Zr 25%, 50%, 75%, 향후 수소 위협 영역이 Zr 반응션으로 정의 

100% 반응에 따라 Zr 반응션을 나타냄 됨 

기본 경우， 배기 경우 빛 CCII과열 사나라 

오에 대하여 언급함 

CCII과열 상태의 진단을 위해 원자로건물 
배기 빛 CCI 없이 기본 경우만 언급 

온도와 압력에 대한 그림이 제공 

현재 조건에 기초로 한 수소 불연소 영역 
현재 조건이 앞으로 원자로건물 감압에 의한 

수소 우l 협 또는 연소들 가져올지 결정함. 
을 병확히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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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추정을 위해 지르코늄 반응선이 필요할 때， 또는 조건이 가연성 대 비 

가연성일 때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본 계산표에 대한 특정 참고자 

료가 표 3.6.5-2에 설명되어 있다. 

이 계산표를 위해 필요한 입력 자료는 원자로건물 압력과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이다. 만약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표에 있는 

지르코늄 50% 또는 75% 반응 곡션을 수소 추정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첨 

언하면， 완화 03.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입”은 현재의 측정에 25%의 

지르코늄 반응에 상탕하는 수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따 

라서 이 곡선이 필요하다. 측정된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를 사용한다면 수소 

농도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측정된 수소 농도가 현재의 수소 농도와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계산표에는 상이한 주요 가정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여러 썽의 그럼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럼이 짝을 이룬다 하나는 습기를 포함 

한 수소 농도(Wet H 2 %)이고 다른 하나는 건조한 수소 농도 (Dry H2 %)이 

다. 습기를 포함한 수소 농도와 건조 수소 농도 그림은 같은 물리적 시나리 

오를 가지며 단지 데이터의 표현만 다르다. 습기를 포함한 수소 농도는 증 

기， 공기， 수소의 총 몰(Total Moles)에 대한 실제 수소의 비쿄치이다 컨 

표 3.6.5-2. 완화 지침서 상에서 계산표 05 사용 목적 

완화지침서 계산표 사용목적 

• PHTS가 재충수될 때 수소 위협이 있을 것인지 

완화 02. 열수송계통 냉각수 주업 결정· 조치가 수행되기 전에 지르코늄 25% 반응이 

현재의 수소 농도에 추가됨 

완화 03. 칼랜드라아 용기내 
•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가 주업될 때 수소 

위협이 있을 것인지 결정· 조치가 수행되기 전에 
냉각수주업 

지르코늄 25% 반응이 현재의 수소 농도에 추가됨 

• 장기적인 고려사항으로써 원자로건물내의 공기가 

완화 07. 원자로건물내 수소 제어 
비가연생 상태로 남아있는지 결정 

• 증기의 불훨생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결정 

• 원자로건물 가압에 의해 수소 위협이 완화되고 

있는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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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수소농도 그럼에서는 고정된 수소 량이 일정한 수평 값으로 나타나며 

습기를 포함한 수소 농도 그럼에서는 곡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습기 대 컨 

초의 그럼에 대한 사용이 서로 다르다 

대부분의 수소 측정기기는 건조 수소 농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 

나 시료에서 습분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만약 습한 수소 농 

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일부의 습분이 시료관에 웅축하게 된다. 그 

러므로 습한 상태와 건조 상태 모두에서 가연성 정보를 얻는 것이 유리하 

다. 어떻든 본 계산표에 있는 습한 상태의 자료를 이용할 것인지 건조한 상 

태의 자료를 얻을 것인지 또는 둘 다를 이용할 것인지는 그 발전소의 설비 

특성에 따른다. 발전소에서 고려되어야할 또 하나는 수소의 설정치 

(H-01 ， H-02)이다 계산표-05에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의 선택은 계산표-03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적절한 그럼 세트를 참고하도록 한국 표준형 원전에 대해 수소 관 

련된 2썽의 그럼을 개발하였다 . 

• 그럼 3, 6, 5-1a , 3, 6, 5-1b: 배기 없음， CCI 발생 없음 

• 그럼 3, 6, 5-2a , 3, 6, 5-2b: 15% 배기 , CCI 발생 없음 

• 그럼 3, 6, 5-3a , 3, 6, 5-3b: 30% 배기 , CCI 발생 없음 

• 그럼 3,6, 5-4a, 3,6, 5-4b: 배기 없음， 24시간 동안 CCI 반응으로 114 

。F 과열 발생과 비웅축성 가스가 추가됨 

그럼 3， 6 ， 5-5는 원자로건물에 CCI 빛 과열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단 

을 돕기 위해 압력과 온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3 ， 6 ， 5-1a과 3 ， 6 ， 5-1b는 대다수의 사고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러나， 만약 배기를 했거나 (또는 배기가 고려되거나) 또는 만약 원자로건물 

이 과열되었으면 부가적인 그림을 참고하여야 한다. 만약 배기를 했다면 가 

연성 영역의 이동을 설명하는 2썽의 그럼(그럼 3,6, 5-2a 와 3,6, 5-2b, 

3,6, 5-3a 와 3， 6 ， 5-3b)이 있다. 본 계산표에 15%와 30% 배기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배기 정도는 배기하는 동안의 절대 압력 감소값에 배기 전의 압력 

으로 나눔으로써 나타낸다. 따라서 15%의 배기는 100psi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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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psia(85psia에서 72psia )， 또는 60psia에서 51psia(45psia에서 38psia)가 

된다. 배기 그럼은 원자로건물 배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언제든지 참조되어 

야 한다. CCI 반응을 나타내는 그럼 3.6.5-4a와 3.6.5-4b 에는 24시 간 동안 

CCI 반응으로 생성된 114 0 F의 과열과 비웅축성 가스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또한 100% Zr 불 반응을 취급하는 다른 선이 추가되어 있다. 비록 75%가 합 

리적인 상부 제한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100%선은 CCI 반응 시 부가적으 

로 생성된 수소라는 것을 가정한다. 가연성 기체로서 수소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일산화탄소도 CCI 동안 부산물로 생긴다. 

만약 CCI가 발생하면 원자로건물은 일반적으로 과열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원자로건물의 온도증가는 CCI의 발생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 

5-5는 포화된 증기-공기 혼합체와 과열/CCI 시나리오에 대해 예상되는 온도 

압력 관계를 보여준다. 온도 압력에 대한 정보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원자로건물이 같은 압력이라든지， 원자로 공동에 제한된 불밖에 없다든지 

하는 CCI를 나타낼 수 있는 발전소의 다른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사고 초기에 실제 온도와 예상되는 포화된 증기 공기 혼합체의 온도 

를 비쿄하는 것도 실제 조건이 과정과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CCI는 상대적인 온도 증가 

를 큰거로 하여 발견할 수 있다. 

이 계산표의 개발은， 만약 본 계산표에 의해 원자로건물이 비가연성임이 확 

인되면 부가적인 마진율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같은 방법을 통해 불확실성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실제 중대사고 기간의 

조건이 본 계산표에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조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계산표 사용자는 취해진 일련의 조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경향 

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그림을 비쿄할 필요가 있다 

라. 가정사항[ 40] 

이 계산표를 개발하는 데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탤릭 글자체는 가 

정 사항들이 실제 상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 . 

• 원자로건물은 공기， 증기， 수소에 대해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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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균일하게 혼합되었다고 가정한다. 만약 원차로건물에 국부적으로 고 

농도의 수소가 존재한다면 국부적인 수소연소로 기기나 계측설비에 대 

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첨에서 원차로건물 건전성 

에의 유l협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차로건물 앙력 제한치를 유/ 

협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수소 연소에 의해 방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수소 점화기는 사용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수소 연소는 없다 과거에 

어떤 수소 연소《인우/적이든 아니든)라도 있었으면 수소와 산소의 몰 

(moles)이 캉소되고 증기의 몰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본 계산표에 있는 

그료l은 과거의 수소 연소 시나리오를 제한한다 . 

• 원자로건물은 습도 100%로 가정한다. 이는 과열 원자로건물 사고 시나리 

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합탕하게 적용되는 가정 

이다 . 

• 그럼 3.6.5-4a와 3.6.5-4b는 노심이 칼랜드러아 밖으로 이탈되어 CCI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정에 있어서 2가지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과열준위 114 oF는 일반적으로 CCI 발생 기간 동안 114 oF 이상 

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수적으로 선정되었다. 

비가연성， 비웅축성 가스의 생성은 24시간 동안에 걸쳐 생성되며， 발전 

소의 콘크리트 타입에 크게 의존한다 

• 원자로건물의 온도 빛 압력은 사고가 시작되었을 때 FSAR에서 수소발생 

결정을 위한 초기 조건을 사용한다. 원자로건물의 초기 조건은 증기와 

수소가 증가됨에 따라 원자로건물이 비활성(비연소성)으로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비록 증기와 수소간의 존재 비는 원자로건물 

의 비활성에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로건물 압력에 대한 퍼센트 

는 고정된 값이 없다. 일례로， 일정 공기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건물의 

압력이 30 psig로 증가하면 증기에 의해 원자로건물은 비활성화 된다. 

그러나 원자로건물에 보다 많은 공기가 있으면 공기는 보다 높은 분압을 

가지며 비활성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원자로건물 압력은 30 psig보다 높 

게 된다. 비활성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같은 양의 증기가 유입되어 

야 하는데， 그러면 원자로건물의 총압력은 더 높게 된다. 이 효과는 특 

히 비활성 곡선의 포불선 부분에 도탈될 때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계산 

표 결과로 보면 예상되는 사고 시나리오가 한정되므로， 사고가 시작된다 

고 추정될 때는 원자로건물 공기량을 최대값으로 선정하여 가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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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상되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한정시키기 위한 초기 원자로건물 

상태는 다음과 같다. 

- FSAR[35l 에서 수소 발생 결정을 위한 초기 압력 

FSAR에서 수소 발생 결정을 위한 초기 온도 

• 원자로건물에 연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경험적 데이터에 의해 식 

으로 만든 것을 큰거로 한다 경험적 데이터는 원자로건물 냉각팬의 기 

동과 정지 여부를 포함하며， 이 식은 두 경우에 대해 합리적인 큰사치 

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32. 부록 S.3l . 

• 연소가 발생하면 모든 수소가 소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수소가 

모두 소모되지 않으면 연소에 의한 압력 스파이크는 본 계산표에서 심각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 연소는 단열 동용 곡선적 완전연소(AICC)로 가정한다[참고문헌 32. 부록 

S.3l. 이 가청은 예상되는 원자로건물의 최대 압력을 결정한다 . 

•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는 원자로건물의 공기 중에 모두 흡수되어 내 

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예상되는 원자로건물 손상은 5%의 원자로건물 손상 가능성이 발생하는 

압력 3.6psi로 정의 한다 . 

• 만약 수소가 6% 미만 (습분 분율)으로 하면 전체적인 수소 연소는 이농 

도 이하에서 유지 될 수 없으므로 수소 위협 영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 수소 농도는 지르코늄이 25%. 50%. 75%. 100% 반응한 것으로 하였다 수 

소 농도는 발전소의 지르코늄 총랑과 원자로컨불 크기에 달려있다 . 

• 그럼 3.6.5-5에 있는 원자로건물 압력과 온도 관계는 포화 상태와 과열 

상태의 모두에 대하여 75%의 지르코늄 반응에 기초한다 과열 상태의 

경우， 과열 준위와 추가되는 비웅축성 가스는 그럼 3.6.5-4a와 3.6.5-4b 

를 위한 CCI 시나리오 가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원차로건물에 가정 

한 것 보다 더 많은 비웅축성 가스가 존재한다면 푸 경우 ]근푸 예상되는 

것 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될 것이다. 

마. 발전소 고유 정보 

아래와 같은 발전소 고유 정보가 필요하다. 예제 값은 월성 2호기에 대한 

값이다[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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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I에 대한 적절한 값은 원자로건물 바닥의 콘크리트 타입에 달려있다. 실 

제 nCCI 빛 SH에 대해서는 월성 2호기에 대해 ISAAC 코드 분석 결과를 사용 

하였다 분석 결과， nCCI 값은 C02 만을 비웅축 가스로 고려하여 SBO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13 , 04 lbm-mole을 얻었으며 최대 과열준위는 SBO 사고 시 

나리오에 대해 약 114 "F를 얻어내었다. 비록 한 경우에 대해 본 계산표가 

작성되었지만 발전소에 맞는 실행을 위해 더 많은 CCI 시나리오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수 값 단위 벼」 • /ι「 설 며。 

M 94,923 lbm 지르코늄 질량 

nCCI 13.04 lbm-mole 24시간의 CCI동안 발생된 비연소성， 비옹축성 가스 

SH 114 。F CCI 시나리오를 설병하는 과열준위 

Volume 1,715,000 ft 3 원자로건물 부피 

I 

Tl 105 。F 초기 원자로건물 온도 ’ / 

Pl 14.6 pSla 초기 원자로건물 압력 

Pfail 58.9 pSla 5%의 원자로건물 손상 가능성 발생 압력 3.6 psi 

바. 방정식의 정의 

만계 1~3 원자로컨볼 곳기향 성첫 

1. 포화 상태에 있는 초기 원자로건물 온도(T1， 'F)를 이용하여 증기표에서 

초기 증기 분압(Ps1 ， psia)을 얻는다 

2. 초기 공기 분압(Pal ， psia)을 얻는다. 

pal = P1-Psl 

여기서 P1 초기 원자로건물 압력 

Ps1: 초기 증기 분압(psia) 

3. 공기 의 초기 볼수를 구한다. (nair , lbm-moles) 

nair=1. 1 ,:<( 1-vent ) ,:<( Pal ':<Vol ume) IR':<( T1 +45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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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olume 원자로건물 체적 

R 이상기채 상수(10. 729psi-ft'/lbm-mole OR) 

T1 초기 원자로건물 온도('F) 

vent 배기 분율 

(= 0: 배기 없음， 그럼 3.6.5-1a와 3.6.5-1b. 3.6.5-4a와 3.6.5-4b) 

(= 0.15 : 배기 15%. 그림 3.6.5-2a. 3.6.5-2b) 

(= 0.30 : 배기 30%. 그럼 3.6.5-3a. 3.6.5-3b) 

초기 원자로건물 압력 (P. psia)에서부터 수소 불연소 영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압력까지 아래 식을 이용하여 풀어야 한다 그러나 본 계산표에서 

그럼의 최대 압력은 Pfail 값보다는 낮은 값이 바람직하다. 

만계 4~9 연소 제한치 성첫(수소 붕연소 역역 성첫) 

4. 포화 상태에 있는 원자로건물 온도(Tinert. 'F)를 이용하여 증기표에서 

증기 분압 (PSinert. psia)을 얻는다 Tinert 값은 추정치이며， 단계 8 

까지 반복 계산한다. 과열 상태(그럼 3.6.5-4a와 3.6.5-4b)를 위해 과 

열온도 (SH , 'F)를 포화온도에 가산한다. 

5. 비활성 상태의 공기 분압(Painert ， psia)을 구한다. 

Painert = (nair+nCCI ) ':<R':< ( Tinert +SH+459. 67 )/Volume 

여기서 nCCI CCI가 일어나는 24시간 동안 방출된 비가연성， 비웅 

축성 가스(그림 3.6.5-4a 또는 3.6.5-4b에 적용) 

6. 비활성 상태의 수소 분압(PHinert ， psia)을 구한다. 

P = Painert + PSinert + PHinert 

(만약 5κPHinert > 2 X Painert 이면 수소의 완전연소를 위한 산소가 

부족한 상태임 이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20% 함유된 것에 큰거한다 ) 

7. 비활성 상태를 위한 수소 습분분율(fHiwet)을 구한다. 

fHiwet = PHinert/P 

8. 증기와 수소의 분율이 비가연성 상태에 있게 위해 단계 4에서 가정한 원 

자로건물 온도(Tinert)가 맞는지 결정한다 만약 툴리면 비활성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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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온도를 위해 단계 4로 되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한다. 

(PSinert!P)1 00=100-fHinert x 100-37. 3e (-0 7XfH;wet) -518e (-48 8쩌iwet ) 

이 방정식이 맞으면 수소 습분분율(fHiwetX100)대 원자로건물 압력 (P)에 

대하여 수소 불연소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표를 그린다. (그럼 

3.6.5-1a. 3.6.5-2a에 적용) 

9. 비활성 상태를 위한 수소 건조분율( fHidry)을 구한다. 

fHidry = PHinert/(P-PSinert) 

수소 불연소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소 건조분율(fHidry x 100)대 원 

자로건물 압력( P)에 대하여 도표를 그린다. (그럼 3.6.5-1b. 3.6.5-2b에 

적용) 

단계 1O ~22 원자로컨볼 손상 선 설청(수소 연소와 수소 중대도전 엮역 

산언j 

10. 원자로건물 손상 마진 계산 

Margin = Pfail/P 

여기서 Pfail 원자로건물 손상 가능성 5%의 압력 3.6psi(psia) 

11. 포화 상태에 있는 원자로건물 온도(Tfail. 'F)를 이용하여 증기표에서 

증기 분압(PSfail ， psia)을 얻는다. Tfai 1 값은 추정치이며， 단계 20까 

지 반북 계산한다. 과열상태(그럼 3.6.5-2a와 3.6.5-2b)를 위해 과열 

온도(SH. 'F)를 포화온도에 가산한다. 

12. 원자로건물이 손상될 수 있는 상태의 공기분압(Pafail ， psia)을 구한다. 

Pafail = (nair+nCCI)XRX(Tfail+SH+459.67)/Volume 

여기서 nCCi와 SH는 그럼 3.6.5-4a , 3.6.5-4b에만 적용 가능하다 

13. 손상 상태의 수소 분압(PHfail ， psia)을 구한다. 

P = Pafai 1 + PSfai 1 + PHfai 1 

14. 원자로건물 손상을 가져오는 총 볼수(수소 연소 발생전)를 계산한다 

(npre , lbm- m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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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e = (pxVo1ume)/(R X (Tfai1+SH+459.67)) 

(이 단계에서 사용한 부피는 단계 22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에 부피가 포함되는 것은 단계 14-22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툴리적 

인 의미를 부여한다) 

15. 연소전 수소 볼수를 계산한다(nHfai1. 1bm-mo1es) 
nHfai1 = PHfai1/P X npre 

16. 연소전 증기 볼수를 계산한다(nSfai1. 1bm-mo1es) 
nSfai1 = PSfai1/P X npre 

17. 수소 연소후의 총 볼수를 계산한다(npost. 1bm-mo1es) 

npost = npre - 0.5 X nHfai1 

18. 증기에 흡수된 에너지 계산(steam. BTU/'F) 

steam = (nSfai1 + nHfai1) xCvsx18 1bm/1bm-mo1e of water 

여기서 Cvs 물의 비열 (0.38 BTU/1bm'F) 

19. 공기에 흡수된 에너지 계산(air ， BTU/'F) 

air = (nair-0.5XnHfai1)xCvax28 1bm/1bm-mo1e of air 

여기서 Cva 공기의 비열 (0.17 BTU/1bm'F) 

20. 단겨1111에서 가정한 원자로건물 온도(Tfai1)가 맞는지 결정하고， 만약 

툴리면 원자로건물 온도를 위해 단계 11로 되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한다. 

MarginXnpre/npostX(Tfai1+459.67) 

=(QrXnHfai1)/(steam+air)+(Tfai1+459.67) 

여기서 Qr 수소연소시 반응열 (103000 BTU/1bm) 

21. 원자로건물 손상을 초래하는 수소 습분분율( fHfwet)을 구한다. 

fHfwet = PHfai1/P 

만약 fHfwet < 0.06 이 면， fHwet = 0.06 으로 한다 

만약 fHfwet > fHiwet 이면 수소 중대도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소 습분분율 ( fHfwet X 100) 대 원자로건물 압력 (P)에 대하여 

도표를 그린다. (그럼 3.6.5-1a ， 3.6.5-2a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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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자로건물 손상을 초래하는 수소 건조분율( fHfdry)을 구한다. 

만약 fHfwet > 0.06이 면 
fHfdry = PHfai1(P-PSfai1) 

만약 fHfwet 드 0.06 이 면 

fHfdry = 0.06xP/(P-PSfai1) 

만약 fH fdry > fHidry 이면 수소 중대도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소 건조 분율 (fHfdry X100) 대 원자로건물 압력( P)에 대하여 

도표를 그린다. (그럼 3.6.5-1b. 3.6.5-2b에 적용) 

단계 23~29 : 지르코늄(Zr) 산화율(%) (Zr 반용 선 빛 그럼 3.6.5-5의 

올도l 

산화율 25%. 50%. 75%로 가정한 값에 대하여 다음 식을 푼다. 그럼 

3.6.5-4a와 3.6.5-4b는 둘 다 산화율을 100%로 가정한 것이다. 이들 식은 

Zr 산화정도에 따른 각각의 값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건조 

상태에서 값을 얻었다면， 고정된 Zr 반응에 의한 수소 값(% )은 압력이 증가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 3.6.5-5률 위해 온도 데이터는 필요하다. 

23. 주어진 산화율에 따라 수소(nH2) 볼수를 구한다. 

nH2 = 2 x Rx x M/Mzr x (1-vent) 

여기서 Rx:Zr 반응 분율(0.25. 0.50. 0.75. 1.0) 

M: Zr 질량(1bm) 

Mzr: 몰탕 Zr 양 ( 91.22 1bm/1bm-mo1e) 

24. 증기표에서 포화상태의 원자로건물 온도(T. 'F)를 이용하여 증기분율 

(PS. psia)을 구한다. T 값은 가정하며 단계 27까지 반복 계산한다. 

과열상태(그림 3.6.5-4a와 3.6.5-4b)에 대해서는 포화온도에 과열온도 

(SH. 'F)를 더한다. 

25. 주어진 산화율에 따라 수소분율(PH2. psia)을 구한다. 

nH2 = (PH2 x Vo1ume) / (R x (T+SH+4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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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어진 산화율에 따라 공기분율(Pair. psia)을 구한다. 

Pair = (nair + nCCI) X R X (T + SH + 459.67)/Volume 

여기서 nCCI와 SH는 그럼 3.6.5-4a 와 3.6.5-4b에만 적용한다. 

27. 단계 24에서 가정한 원자로건물 온도(T)가 맞는지 분율을 합산해서 

점컴해보고 툴리면 단계 24로 돌아가서 원자로건물 온도를 재 설정함 

P = Pair + Ps + PH2 

이 식을 그럼 3.6.5-1a나 3.6.5-1b를 위해 Zr이 75% 반응한 것에 대해 

풀면 그럼 3.6.5-5 있는 “포화 증기/공기 혼합” 션을 그릴 수 있는 원 

자로건물 압력 (P)에 대한 원자로건물 온도(T) 값이 된다 이 식을 그림 

3.6.5-4a나 3.6.5-4b를 위해 Zr이 75% 반응한 것에 대해 풀면 그럼 

3.6.5-5에 있는 “과열 빛 노심 콘크리트 상호작용” 션을 그릴 수 있는 

원자로컨불 압력 (P)에 대한 원자로 건물 온도( T) 값이 된다. PHTS 압력 

이 낮아지면 추가될 수 있는 수소와 비웅축성 가스의 가정 때문에 원자 

로건물 온도는 비현실적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본 계산표 개발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원자로건물 온도는 그럼 3.6.5-5에서 배제하는 것 

이 좋음. 

28. 수소의 습분분율(fHwet)을 구한다 

fHwet = PH2/P 

가정한 산화 값에 따라 수소 습분분율( fHwet X 100) 대 원자로건물 

압력 (P)에 대해 도시한다. 

(그럼 3.6.5-1a. 3.6.5-2a. 3.6.5-3a. 또는 3.6.5-4a 에 적용) 

29. 건조한 수소분율(fHdry)을 구한다 

fHdry = PH2/(P-Ps) 

가정 한 산화 값에 따라 건조 수소분율( fHdry X 100) 대 원자로건물 

압력 (P)에 대해 도시한다. 

(그럼 3.6.5-1b. 3.6.5-2b. 3.6.5-3b 또는 3.6.5-4b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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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월성 2호기 적용 

다음 페이지에는 월성 2호기에 대한 계산표 05를 보여준다. 발전소 고유의 

계산표는 6.0 절에 있는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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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건물 15% 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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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6.5-2b 컨식방법으로 수소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소연소 가능성 

(원자로건물 15% 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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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6.5-3a 습식방법으로 수소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소연소 가능성 

(원자로건물 30% 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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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6.5-3b 컨식방법으로 수소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소연소 가능성 

(원자로건물 30% 배기 ) 

- 326 -



#- 15 
버 
~o 

" ,f- 1 0 
O매 
TJ 
때 
k 
헤 5 

20 

「、、 꺼κ 거\ 
\\ 

F\ h \ f='=' 
、、

F\ ~、、 fjloZ 산화 

、-
ι‘ ι、 ~I 협 

、、、

ì-----、 나/ 
h、

\\ --,,/' ““ I 0U 10 다 i 

、、‘

.-、‘‘·
< <

h‘ ~、、1 움 엄소 

1/ 소연 •:-:-
5%Z 산화 

0 
0 

n U -
20 30 40 50 60 
원자로건물 압력 (psig) 

그럼 3.6.5-4a 습식방법으로 수소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소연소 가능성 

(과열 증기 빛 노심/콘크리트 상호작용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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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6.5-4b 컨식방법으로 수소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소연소 가능성 

(과열 증기 빛 노심/콘크리트 상호작용이 있을 때) 

- 327 -



400 

350 

300 
iL 
버 250 
어」 

O뻐 200 
i';I 

많 150 
라」 

100 

R i서 Rnrl -
Co re/Con rete In eractl 。 s 

~ 
~ 

----v 
/ ~ 

c..--------

----/ / 
μ--- Sat rated , team 

/ / 

50 

0 
0 10 20 30 40 50 

원자로건물 압력( psig) 

그럼 3.6.5-5 원자로 건물내 온도 압력 상관관계 

- 328 -



제7절 계측기 정보 분석 

1. 원자로 출력 

가. 원자로 출력 

중성자속 컴출기는 노심내 고정된 형태로서 중성자속을 측정하며， 그 값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처리된다. 중성자속 컴출기는 수직집합체가 26개 있으 

며， 수평집합체는 7개가 있다. 이들 컴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출력은 대수 

출력 지시계(1.E-7 ~ 1.5FP)와 출력율 지시계 (-15 ~ 15%/s. -50 ~ 

50%/s)에 표시된다. 

2. 압력 

가. PHTS 압력 

PHTS 압력은 중대사고 초기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변수이다. PHTS 압력으로 

PHTS 내에 제어할 수 없논 파단이 있논지 또논 PHTS 내로 냉각재를 주입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PHTS 합력은 원자로출구모관(ROH)에 있는 압 

력계 빛 가압기 압력으로 직접 알 수 있고， 고압주입탱크 압력 빛 ECCS 유 

량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 ROH 압력 

ROH 압력계는 측정범위가 o ~ 12 MPa 인 압력계가 2개. 5 ~ 13 MPa 인 압 

력계가 4개 설치되어 있다 

(2 ) 가압기 압력 

가압기 압력을 재는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o ~ 12 MPa(g) 이다. 

(3 ) 고압주입 비상노심 냉각수탱크 

냉각재계통의 압력이 5.42 MPa(g)에 도달하면 비상노심 냉각신호가 작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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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상노심 냉각수탱크의 냉각수가 냉각재계통으로 주입되므로 고압주입이 

되는 동안에는 PHTS 압력이 5.42 MPa(g)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고압주입이 

끝난 후에는 PHTS 압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4) ECCS 유량 

냉각수가 PHCS 내로 주입되고 있고， 펌프의 성능 저하가 없다면 주입되고 

있는 ECCS 유량에 해탕하는 PHTS 압력을 유추할 수 있다.이 방법은 펌프들 

이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PHTS 압력을 유추하는 것으로써， 중 

대사고 환경하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측정 방법을 보조할 

수는있다 

나. 증기발생기 압력 

증기발생기 압력은 첫째，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주입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 

고， 둘째，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파열이 중요한 관심 사항인가를 판정하 

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일차측과 이차측의 압력차이를 작게하거 

나 부압이 컬러게 함으로써 크립 파열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증기발생기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는 측정 범위가 o ~ 6 MPa 압력계가 증 

기발생기탕 3개가 있으며. 1. 6 ~ 5.6 MPa 압력계가 증기발생기탕 1개가 있 

다. 

다. 원자로건물 압력 

원자로건물 압력은 원자로건물이 과압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가를 판정 

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건물 합력은 원자로건물 대기가 불활성이 되 

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입력 자료 중의 하나이다. 원자로건물 압력 

계는 측정범위가 -20 ~ 150 kPa 인 압력계가 2개. -5 ~ 15 kPa(g) 인 압 

력계가 있다 센서와 트랜듀서는 모두 보조건물 내에 있다 이들 계측기가 

있는 곳의 환경 (온도， 습도， 압력 빛 방사선 환경)이 정상운전과 비쿄할 

때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센서와 트랜듀서가 이로 인하여 실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자로건물 압력계 지시치는 중대사고 전과정 내내 신뢰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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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 

가. 노심 온도 

핵연료의 온도는 중대사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실제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핵연료 온도를 가장 큰접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연료관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들은 핵연료 

실제 온도와 상탕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핵연료 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ROH 온도와 과냉각 여유도 캄시기가 있다. 

(1 ) 연료관 온도 캄시 계통 

연료관 온도 온도캄시계통은 연료관 출구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냉각재 흐름 

이 방해받지 않음을 확인하여 핵연료가 적절히 냉각되어서 핵연료가 건전성 

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계통이다. 이 계통은 각 냉각재 공급자관 출 

구측에 한 회로씩 총 3807>>가 설치되어 있다. 각 회로는 클램프로 부착된 

온도 컴출기 설치구， 저항온도 컴출기， 저항 브리지， 전원 및 아나로그 입 

력을 디지털 컴퓨터로 이송하는 장치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 원자로출구모관 온도 

원자로출구모관의 냉각재 온도는 저항온도컴출기 (RTD)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 각 출고모관 탕 측정 범위가 0~320 Oc 인 온도계가 1개. 0~350 Oc 인 
온도계가 1개 있다. 

(3 ) 과냉각 여유도 캄시기 

과냉각 여유도 캄시기 (SMM) 는 여러 양력 컴출기와 온도컴출기들의 측정치 

를 큰거로 하여 계산된 값을 표시한다. SMM 의 입력은 ROH 온도 빛 PHTS 압 

력이다. 

나. 캄속재 온도 

칼랜드러아 출구측에서 유출되는 중수를 일정한 온도로 제어하기 위하여 캄 

속재 온도계측기 3개가 칼랜드러아 출구 즉， 캄속재 펌프 입구 공통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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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 측정범위는 0~100 Oc 인 것이 2개. 0~150 Oc 인 것이 1개 

있다. 

다. 원자로건물온도 

원자로건물 온도는 원자로건물 관통부 또는 원자로건물 계측기가 고온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건물 온도 

는 노심-콘크리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주수단이다. 원자로 

건물 온도는 6 곳에서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측정범위는 o ~ 200 

Oc 이다. 

4. 수위 

가. 연료관 수위 

연료관의 수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연료관의 유량을 측정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핵연료가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연료관내의 노 

심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유량이 거의 없게 된다 연료관의 유량은 원자로 

양쪽에 각각 3807>>씩 설치되어 있는 원자로 공급자관 중 원자로 입구 모관 

과 연결된 127>>에는 냉각재 유량을 걷출하기 위한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 

어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증기발생기 수위 

증기발생기 수위는 증기발생기가 RCS 열침으로 가용한가를 판별하는 데 가 

장 중요한 변수이며， 중대사고시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파열이 중요한 관 

심사항인가를 판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증기발생기 튜브가 물에 잠겨 있 

을 때에는 크립파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증기발생기 수위 측정기는 증기발생기 하향유로와 습분분리기 지역의 수위 

를 측정한다 수위 측정은 증기발생기의 수두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협역 

지시기는 튜브 번들 바로 위와 증기발생기 최상단에 압력탬이 있으며， 광역 

지시기는 튜브판과 증기발생기 최상단에 압력탬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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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역지시기의 측정범위는 2.67 ~ 3.5 m 이고， 광역지시기의 측정범위는 

-9. 2 ~ 3.5 m 이다 두 지시기 모두 두 탬의 압력차이를 이용하여 수위를 

측정한다. 

압력 트랜듀서는 증기발생기내의 과열된 가스에 노출이 되어도 그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사고 동안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지시할 수 

있다. 원자로건물의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지시치는 실제 수위보다 약간 낮 

게 나온다. 증기발생기 수위의 오차는 증기발생기 압력， 온도 빛 실제 수위 

의 함수이다. 이 오차는 30%에서 +20% 까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중대 

사고관리에 있어서 증기발생기 수위의 면차가 약 20%에서 40% 정도까지 허 

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차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캄속재 수위 

캄속재 수위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연료관의 용융이 일 

어날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연료관이 물에 잠겨 

있을 때에는 PHTS로 냉각재가 주입되지 않더라도 연료관은 용융되지 않는 

다. 캄속재 수위는 사고후 1개의 광역전송기로 0~8. 6 m 까지 측정할 수 있 

고. 1개의 협역수위전송기로 7.7~1 1. 7 m 까지 측정할 수 있다. 

라. 원자로실 수위 

원자로실 수위는 1 ) 칼랜드러아 용기 외부 냉각성 2) 칼랜드러아 용기 파손 

후 노심 냉각성 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원자로실 수위는 

원자로실내 두 지점의 수압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월성원전에는 o ~ 
100 % 범위의 측정기가 2개 있다. 원자로실 수위는 칼랜드러아 용기가 얼마 

만큼 물에 참기는가를 알 수 있다. 

마. 원자로건물 수위 

원자로건물 수위는 1 ) 기기 빛 계측설비의 침수. 2) ECCS 재순환 모드 가능 

성. 3) 원자로실 콘크리트 관통후 코륨 냉각성 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 

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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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자로건물 수위 

원자로건물 수위는 원자로건물내 두 지점의 수압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월성원전에는 o ~ 5 m 범위의 측정기가 2개 있다. 원자로건물 수위는 저압 

안전주입의 재순환운전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또한 

원자로건물내 기기나 계측설비가 침수가 되는 가를 알려준다. 

(2 ) 계산표 02 , “원자로건물 냉각수 수위 빛 체적” 

원자로건물 수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계산표 02 , “원자로건물 냉 

각수 수위 빛 체적”을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계산표-02 는 원자로건물 

수위와 원자로건물내 냉각수 체적과의 관계를 도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자 

로건물 내로 주입된 냉각수 체적을 알면 원자로건물 수위를 알 수 있게 된 

다. 

5 , 수소 농도 

가.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 

원자로건물 수소 농도는 수소 연소로 인하여 원자로건물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변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후 샘플링 계 

통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원자로건물 내의 공기를 채취하여 화학분석을 통 

하여 수소농도를 캄시한다. 

6 , 방사능 

가. 원자로건물 방사능 

원자로건물 내의 방사능 준위는 원자로건물내 28개 지점에 설치된 고정지역 

캄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노심이 손상되고 PHTS 경계가 파손되면 방사 

능 준위는 급격히 높아진다 원자로건물 방사능 캄시기는 원자로건물 내의 

총 방사능 양만 측정하지만 중대사고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1) 원자로건물 내로의 방사능 대량 유출 여부 2) 핵분열생성 
불 세청 경향 3) PHTS 건전성 파손 (파단 또는 PSV 개방) , 원자로건물 내의 

특정 핵종 양은 화학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원자로건물내 고정지 역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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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최대 측정범위는 O~100 R/h 이다. 

나. 보조건물 방사능 

보조건물 내의 방사능 준위는 보조건물내 5개 지점에 설치된 고정지역 캄시 

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원자로건물 격리가 실패하거나 ECCS 재순환 유로 

에 누설 둥이 발생하면 보조건물 방사능 준위는 급격히 높아진다. 

다. 발전소 부지 경계에서의 피폭 선량 

원자로건물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 

동식 감시기를 이용하여 원자로건물 밖의 지정된 장소에 대해 방사선 탐사 

를 실시한다. 계산을 통하여 발전소 부지 경계에서의 피폭 선량을 예측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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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 빛 획득 방법 

구분 필요정보 획 득 방 법 

출력 원자로출력 
출력 지시계 

출력율 지시계 

ROH 압력 지시계 

가압기 압력 지시계 
PHTS 압력 

고압주업 비상노섬냉각수탱크 압력 지시계 
압력 

ECCS 유랑 

증기발생기 압력 /. 증기발생기 압력 지시계 

원자로건물 압력 #' 원자로건물 압력 지시계 

(j 연료관온도 감사 계통 

노심온도 원자로출구모관 온도지시계 
“ 

‘ 
과냉각 여유도 감사기 

온도 
’ 감속재온도 ι/ 감속재 온도지시계 / 

원자로실 온도 ’ 원자로실 온도지시계 ’ 
원자로건물온도 원자로건물온도지시계 

엇도 광역 수우l 지시계 
증기발생기 수우l 

‘、ι“ 
협역 수우l 지시계 

감속재 수우l ‘\“ 감속재 수위 지시계 、i\

원자로실 수우l 원자로실 수위 지시계 
수우l 

‘ 원자로건물수위 지시계 
원자로건물 수우l 

계산표 02. “원자로건물 수위 빛 체적” 

다우정 탱크 수우l \ 다우정 탱크 수위 지시계 

기타 탱크수위 、 탱크별 수위 지시계 

수소농도 원자로건물수소농도 화학분석 (사고후 샘플령 계몽 이용) 

원자로건물 방사능 지역 방사능 감사기 

3호조건물 방사능 지역 방사능 감사기 
방사능 

발전소 부지정계션에서의 (예상) 지역 방사능 감사기 

며폭션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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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본 과제의 2단계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ISAAC 전산묘드 개선 

。 중수로 표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기본 방향 수랩 

위의 연구목표 중 ISAAC 전산묘드 개선을 위해서는 (1 ) ISAAC 전산코드를 이용 

하여 월성 2호기를 모델렁하기 위한 발전소 입력자료를 완성하고. (2) 대 

표적인 시나리오들을 모의하여 이 코드의 각종 계통 빛 중대사고 현상 모델 

들을 컴토하였으며. (3) 사고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평가하는데 미비한 여러 

모델들을 개선하였다. 또한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기본 방향 수랩을 위해서는 (1) 

경수로 사고관리 개별전략을 중수로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2) 중수로 사 

고관리 지침서의 일부항목 개발을 수행하였다. 

1. ISAAC 전산묘드 개선 

ISAAC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월성2호기를 모델렁하기 위하여 월성 2호기의 

설계자료， 운전자료， 도면， 빛 비상운전절차서 등을 수집， 컴토하고 현장탑 

사를 통하여 각 계통을 분석하였다. ISAAC 모델링 내용은 원자로심을 비롯 

한 일차 열수송계통， 사고완화를 위한 안전계통， 핵분열생성불 모의， 원자 

로건물계통， 발전소 초기조건， 빛 코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 

실 현상변수 동 중대사고 모의와 관련된 종합적 인 정보를 포함하였다. 모델 

링 완성 후 대표적 인 중대사고로 냉각재 상실사고. SG Tube 파단사고， 발전 

소 정전사고를 모의， 해석하여 ISAAC 1. 0 코드의 각종 계통 빛 현상 모델들 

을 컴토하고 개선하여 ISAAC 2.01을 개발하였다. ISAAC 2.01에 새로이 추가 

되거나 개선된 모델들은 사고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완화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며 상세한 목록은 표 4.1-1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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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로 표준 원전에서의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기본 방향 수랩 

세계적으로 중수로에 대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은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에 먼저 경수로의 사고관리 개별전략의 중수로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즉， 

KSNP. WOG. CEOG의 개별 사고관리 전략[참고문헌 1.5.6]을 컴토하고 월성원 

전의 112단계 PSA의 주요 청점사상 분석하였으며， 월성2호기와 울진3.4호기 

의 설계특성 빛 중대사고 진행과정을 개선된 ISAAC 2.01을 이용하여 비쿄분 

석한 후 중수로 고유의 개별전략 도출하였다 이 전략 중 칼랜드러아 내 냉 

각수 주입 전략과 칼랜드러아 볼트 냉각수 주입전략은 CANDU형 원전에만 적 

용될 수 있는 고유의 전략이며， 또한 월성 원전의 경우 설계특성상 

In-vessel Retention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고관리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본 과제를 통하여 도출되었 

고， 또한 CANDU형 원전의 원자로건물이 중대사고에 대하여 취 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들이 전략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개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가용수단 (사용기기/계통). 개별전략 수행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영 

향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분석하였고， 각 개별전략의 수행방 

법 및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1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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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ISAAC 전산코드를 이용한 

중수로 원전 모델링 

/ 

ISAAC코드 모델분석 

k、

ISAAC코드 모델개선 

달성내용 

o 월성 2호기 셜계/운전자료/ 도면/절차서 동의 

수집/검토/현장답사를 통한 계통분석 

o 월성 2호기 모델링 

원자로심/열수송계통 
칼란드러아 계통 

- 원자로건물계통 

비상안전주엽계통 
- 핵분열생성물모델 

각종제어연수 
불확설 현상변수모델 

- 발전소 초기조건 둥 
o 대표적인 3개 사고 시나리오 모의 및 해석 

- 냉각재 상설사고 
- SG Tube 파단사고 

발전소 정전사고 
ι 

o 노심 노드화 모멜 
o 노심열전달/옐침원 /붕괴열모델 

o 파단유량/비상노심주임/격납건물 살수모델 
o 노심산화/연료봉 Ballooning모델 
o 핵분열생성물 방출모델 

o 핵분열생성물 이송 및 침착모델 
o 비상급수모델 추가 

o 김L속재 주엽모델 추가 
o 칼란드러아볼트 냉각수 주엽모델 추가 

o 지역공기냉각기 모델 개선 

o 칼란드러아 외벽 열전달 모델 개선 
o 연료봉 Sagging 모델 개선 

o 노심 산화모델 개선 

o 노심 손상모델 개선 

o 증기폭발모델 추가 
o 연료물질 재배치모델 추가 

o 핵분열생성물 방출모델 개선 

o 요오드 화학반응모델 개선 

o 급수계통 파단사고 모의 기능 추가 
o PC Versi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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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도 

(%) 

100 

100 

100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o 월성원전 112단계 PSA 주요 정점사상 분석 

o KSNP, WOG, CEOG 사고관리 전략 검토 

o 월성2/울진3， 4호기 셜계특성/중대사고진행 

비교분석 

o 중수로 고유의 개별전략 도출 

증기발생기 급수주엽 

- 열수송계통 냉각수 주엽 

- 칼랜드러아 용기내 냉각수 주엽 

원자로설 냉각수주임 

야 - 핵분열생성물 방출제어 
원자로건물 상태제어 

- 원자로건물 수소제어 

o 관련 전문가들과의 적용성 검토 
o 7개 개별전략 수행을 위한 가용수단 (사용 

기기/계통) 분석 

o 7개 개별전략 수행사 부정적영향 명가/ 

완화조치 분석 

o 각 개별전략의 수행방법 및 절차 개발 
중대사고 관리 지침 l 

o 전략수행 제어도 개발 

o 개별전략 기술배경확럽을 위한 중대사고 

경수로 사고관리 개별전략의 

중수로 적용성 분석 

로
 

수
 
’ 중

 서 개발 

\ 

현상해석 

o 5개 계산보조도구 작성방법 개발 

o 계측정보분석 

100 

100 

、，.，

- 340 -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는 중수로에 대한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를 개발하면서 중대 

사고를 모의하기 위한 코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중수로 

중대사고에 대한 현상관련 실험 , 해석자료， 해석 to01 둥이 상대적으로 빈 

약한 상항에서 지침서 개발에 활용하고자하는 ISAAC코드 역시 사고관리 전 

략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모델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ISAAC 2.01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은 모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 

로 이 코드의 활용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고관리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 각 전략에 대한 현장 큰무자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 

여 국내 중수로 분야 종사자들의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본 과제의 최종연구 결과불들인 개선된 ISAAC 전산코드와 중수로 

사고관리 지침서는 물론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내용 들도 국내 빛 해외의 

중수로원전의 안전성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표 4.2-1은 본 과 

제를 통하여 대외에 발표된 논문들을 요약하였다. 

표 4.2-1 대외 발표 논문 목록 

여」 . 
연도 

구분 논문제목 ’ 학술지(회의) 주관단체 
번 /권/호 

Journal of 
2004. 2 

Core Release Model Evaluation the Korean 
1 

in the ISAAC Code for PHWR Nuclear 
vo1.36 KNS 

Society no. 1 
게재 

Severe Accident Management Interna tional 
2003. 6 산업안전 

2 Using PSA Event Tree Journal of 
(2권1호) 학회 

Technology Safety 

1 
가압중수로 원전에서 중대사고 추계원자력 

2004. 10 
한국원자력 

국내 
발생 징후석별법 고찰 학회 학회 

중수형 원전의 격납건물 추계원자력 한국원자력 
2 
배기전략 타당성 연구 학회 

2004. 10 
학회 

3 
ISAAC2.0 전산코드의 감속재 추계원자력 

2004. 10 
한국원자력 

주입 모텔 평가 학회 학회 
발표 

중수로 사고관리지침을 위한 추계원자력 한국원자력 
4 
칼란드리아 외벽냉각 연구 학회 

2004. 10 
학회 

제 2회 

5 중수로 중대사고관리전략 
원자력 

2004. 6 KINS 
안전해석 

심포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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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주관단체 
번 /호 

6 
중수로 원전 중대사고 해석코드 춘계원자력 

2004. 5 
한국원자력 

지역공기냉각기 모텔개선 학회 학회 

ISAAC2.0전산코등의 비 휘 발성 
춘계원자력 한국원자력 

7 핵분열생성물 노심방출 모텔 
학회 

2004. 5 
학회 

평가 

8 
중수로 단일대표 연료봉 모텔 춘계원자력 

2004. 5 
한국원자력 

타당성 평가 학회 학회 

중대사고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9회 원자력 

9 안전기술정보 2004. 4 KINS 
Leve12 PSA 결 과 활용 

회의 

Severe Accident Management 

10 
Strategies and Their Priorities 추계원자력 

2003. 10 
한국원자력 

for Wolsong N uclear Power 학회 학회 
Plants 
ISAAC Model Improvement for 

11 
Horizontal Fuel Channel Sagging 추계원자력 

2003. 10 
한국원자력 

under CANDU Severe Accident 학회 학회 

Conditions 
An Evaluation of Sagging 

추계원자력 한국원자력 
12 Model on Hydrogen Generation 

학회 
2003. 10 

학회 
국내 발표 in ISAAC 

13 CANDU ISAAC Nodalization 춘계산업공학 
2003. 6 

대한산업공 
Model Evaluation 회 학회 

APR1400의 

14 소내전원상실사고분석 및 
춘계원자력 

2003. 5 
한국원자력 

학회 학회 
보조급수의 완화효과분석 

월성발전소의 소형 냉각재 

15 
상실사고에서의 춘계원자력 

2003. 5 
한국원자력 

국부공기냉각기와 격납건물 학회 학회 

살수의 영향 

16 
ISAAC 전산코드의 휘 발성 춘계원자력 

2003. 5 
한국원자력 

핵분열생성물 방출 모텔 평가 학회 학회 

17 
ISAAC 전산코드의 노심 노드화 춘계원자력 

2003. 5 
한국원자력 

모텔 평가 학회 학회 

18 
월성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추계원자력 

2002. 10 
한국원자력 

중대사고관리 전략의 예비 평가 학회 학회 

MELCOR 코드의 피 복재 부풀음 춘계원자력 한국원자력 
19 
모텔 효과 학회 

2002. 5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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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주관단체 
번 /호 

Source Term Model Accuracy Journal of 

Evaluation in the MELCOR Nucleal 
게재 1 2004. 3 

Code Using the International Science & 

Standard Problem N0.44 Technology 
Reactor Building Vent Strategy 

of Servere Accident 
1 8th JKPSA 2004.11 KNS/JNS 

Management in the W olsong 

Plan 
Comparative Study on Severe 

2 
Accident Progression in KSNP 

and Wolsong Plants for SAMG 
8th JKPSA 2004.11 KNS/JNS 

Strategies 
Fission Product Distribution CNS 6th 캐나다 

3 Simulation During Large LOCA In ternational 2004.10 원자력 

Accidents For PHWR Conference 학회 

A Study on the Mitigating 

4 
Capability of an auxilizry 

SMIRT-17 2003. 8 
feedwater system during SBO 

국외 for APR1400 、

Fission Product Release 
발표 5 Evaluation Using the ISAAC NURETH-10 2003. 10 

Code 
Source Term Model Accuracy 

Evaluation in the MELCOR 우수논문 
6 ISORD-2 2003. 7 

으로 게제 Code U sing the In terna tional 

Standard Problem N0.44 
Effect of Local Air Coolers and 24th Annual 캐나다 

7 Dousing Spray System during CNS 2003. 6 원자력 

Large LOCA at Wolsong Plants Conference 학회 

In-Containment Source Term 
8 13th PBNC 2002. 10 

Evaluation 
MELCOR 

Accident Source Term 
9 assessment 2002. 5 

Applications using MELCOR 
Meeting 

MELCOR Aerosol Model MELCOR 

10 Evaluation with KAEVER assessment 2002. 5 

Experimen ts Meeting 

- 343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중수로원전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 활용 계획 

발전소에서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운전절차서에 따라 발전소를 안 

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필요 기기 또는 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노심을 적절 

히 냉각하지 못하여 노심손상 동 중대사고 징후가 나타나면 비상운전절차서 

에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상운전 

절차서의 사용을 중지하고 중대사고관리 지침서를 사용하여 발전소를 제어 

되고 안정된 상태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대사고관리 지침서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발전소를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고완화 

전략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전략들을 어느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본 과제를 통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중수로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사고관리 기술 

을 확보하여 중수로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를 개발하면 이를 토대로 원전 

을 운영， 관리하는 사엽자가 발전소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고관리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소논 2006년 2월까지 중 

수로 중대사고관리 일반지침서 빛 기술배경서 작성을 완료하고， 한국수력원 

자력주식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2007년 부터 월성 1호기 빛 월성 2 ， 3 ， 4호기 

고유의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2 , ISAAC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활용 계획 

국내 유일의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 코드인 ISAAC 코드는 월성 원전에서의 

주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즉， 방사선 비상계 

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때 사고 시나리오를 짜는 데 사용한다. 또한 앞으 

로 수행될 월성 원전의 PSA update 시 필수적인 중대사고 해석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이며， 월성 원전 고유의 중대사고관리 지침서를 개발할 때에도 중 

대사고관리 전략 평가에 사용하며， 지침서 컴증을 위한 사고 시나리오 개발 

에도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ISAAC 코드에 그래픽 시률레이션 기능을 추가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 모의조종기(시뮤레이터 )를 비상운전절차서 

쿄육 빛 훈련에 사용 것과 같이 ISAAC코드 를 발전소 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사고 쿄육 또는 중대사고 대처 훈련 등에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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