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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외벽냉각에 의한 원자로용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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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유지 방법론 및 원자로 공동 안전성 평가 연구 

11. 연구개발의 .!2..^~ -, -, 및 필요성 

중대사고시 발생 가능한 노섬용융물의 냉각은 중대사고 진행 종결을 위하여， 그리 

고 중대사고의 결과 완화를 위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원자 

력 사용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는데， 특히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통한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노섬용융물의 냉각 방안과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섬용융 

물 냉각 방안이 주요한 전략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 빛 이론적 연구 

들이 현재까지 수행되어 왔지만， 각 냉각방안들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명확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의 종결 또는 중대사고의 결과 완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는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중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통한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에 

대한 현재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냉각 방안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각 냉각 방안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 또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 

공동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 기반과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며， 원자로 

유지하는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를 통해 수행된 세부 연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용기 내부 및 외부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방안에 대한 개념 정립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IVR 개념) 

· 원자로 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의 적용시 방안의 타당성 평가 

대한 열적 해석 수행 

- 원자로용기에 대한 구조적 해석 수행 

· 가능한 원자로용기 파손 메커니즘 파악 

- 원자로용기의 전반적인 파손 

- 원자로용기의 국부적인 파손 

원자로용기 하부 관통부의 파손 

유지 방법론 개발 

- 원자로용기에 

건전성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과 관련된 현안 분석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에 의한 증기폭발 

- 노섬파편층의 냉각 가능성 

- 노심파편층-콘크리트 상호 반응 

• 원자로 공동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안전성 평가 

원자로 공동 침수 계통 

·원자로용기 

원자로 공동에서의 

강도 - 원자로 공동의 

- 원자로 공동의 바닥 면적 

- 원자로 공동의 

- 격납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격납용기 과열 및 과압) 

재질 

• 원자로용기 내부 및 외부에서의 노섬용융물 냉각에 대한 규제요건 설정을 위한 기 

개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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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결과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에 대한 평가 방법 개발 

• 외벽냉각시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코드 체계 개발 

온도분포를 구하고 구한 온도분포를 

본 연구 과제의 4 단계를 통하여서 

이용 

11 

이용하여 유한요소 열전달해석을 



노심용 계산: 

개발한 유한요소해석 

가해지는 

하여 열응력해석과， 유한요소 극한해석을 수행. 

중대사고해석코드(MAAP)를 사용한 중대사고 해석 

양， 조성， 온도， 열유속 등의 기초 경계조건을 

열전달해석에 제공. 

- 유한요소 극한해석을 통해 붕괴압력을 계산하고 이를 중대사고시 

압력(내부 압력과 용융물 무게)과 비교를 통해 건전성 평가 가능. 

- 위의 계산 시 필요한 체계를 개발완료 하였음. 

경계조건 

융물의 

코드의 

• 제안된 평가방법에 대한 검증과 중대사고 시나리오 해석 

. TMI-2 사고에 대한 해석 결과는 캡을 고려한 경우에 실제 사고에서처럼 파손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전 연도와 본 연도에 수행한 중대사고 

해석결과가 MAAP4의 해석결과와 유사하게 사고발생을 예측. 

• 위의 해석 결과로부터 개발한 방법론을 통해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건전성유지 방법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최악의 경우에 대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평가 

- 캡을 고려하지 않고 노심용융물과 하부구조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 극한해석을 이용한 붕괴압력 계산 결과 사고 초기부터 붕괴압력이 

하로 낮아짐 

- 큰 온도 상승과 붕괴압력의 저하로 인한 원자로용기의 

가정 

내합 이 

조기 파괴가 예상됨. 

• 외 벽 냉 각이 없는 사고(SGTR-37， LOFW-26, SBO-8)의 외 벽 냉 각의 영 향 평 가 

이용하여 SGTR-37, LOFW -26, SBO-8 사고의 외벽냉각 시의 

경계조건 계산 

- 유한요소 열전달해석과 극한해석을 이용하여 외벽냉각 시의 붕괴압력 계산 

-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와 온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외벽냉각의 효과가 나타남 

- MAAP4를 

방법론과 

제공. 

적용된 

해석 대한 

· 건전성 유지 방안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적 근거 개발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에 대한 기술적 근거 개발 MAAP 해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타 해석 방법론 종합하여 기술적 근거로서 

- 유한요소 열전달해석과 구조해석에 대한 기술적 근거 개발: 코드에 

물리적 모델과 예시적 해석 결과， 실제 중대사고(TMI 사고)에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적 근거로서 제공. 

… …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에 대한 MAAP 코드 해석 

살수에 의한 원자로공동 침수 방안 평가 

- LOCA 사고의 경우 살수 작동 없이 원자로공동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살수에 의한 원자로공동 침수의 경우 콘크리트 용발 속도가 저하됨. 

. CCI가 격납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LOCA 사고가 아닌 경우) 

- 원자로공동침수로 CCI가 억제될 경우 격납용기 냉각 정도에 따라 격납용기 

압력증가가 둔화됨. 

- 원자로공동을 침수하지 않거나 용융물이 닥하한 이후 침수하는 경우 비응축 

성 기체 생성의 의해 격납용기 압력 감소량이 침수하는 경우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 MAAP 코드의 외벽냉각 모델과 CCI 모텔 검토 

외벽냉각 모델 

- 노심용융물 풀 모델링: 산화용융물， 금속용융물， 입자층으로 구분하여 해석 

- 하부헤드 파손 모댈: 계측관 파손， 계측관 방출에 의한 파손， 크립 파손， 용 

융물 제트에 의한 파손， 금속층에 의한 파손 등 5개 파손 메커니즘 고려 . 

. CCI 모델 

- 열생성: 붕괴열과 발열/흡열 화학 반응열 

- 열전달: 에너지에 대한 하나의 Lumpted 방정식 

- 상변화: 수직 방향과 반경방향의 2차원 용발(Ablation) 모델 사용 

- 물질전달: 50 개 혼합물에 대한 질량 보존 방정식(균철의 혼합물로 가정) 

원자로용기 외벽냉각과 공동에서의 노섬용융물 냉각 관련 규제 기술 근거 종합 

냉각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하고 

제공함. 제공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벽냉각과 공동에서의 노섬용융물 

개발한 기술적 근거를 종합하여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관련 규제 기술 근거 종합 

중대사고 해석 자료: MAAP 코드를 사용한 계산 결과물 

- 구조 해석 자료: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물 

- MAAP의 외벽냉각 모델 검토 자료， 기타 외벽냉각 검토 자료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규제 기술 근거 종합 

- 중대사고 해석 자료: 공동 설계 평가와 관련된 MAAP 민감도 분석 자료 

IV 



- MAAP에 적용된 CCI 모델 검토 자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외벽냉각 효과에 대한 열/구조 해석자료: 외벽냉각 규제 기술 근거 마련을 위한 기 

초 자료 제공 

• 원자로공동에서의 용융물 냉각 MAAP 해석 자료: 격납건물 성능평가 지침에 활용 

.MAAP에 적용된 외벽냉각과 CCI 모텔 검토: 규제 기술 근거 제공 

• 외벽냉각과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규제 기술 근거: 격납건물 성능평가 

지침에 활용 

v 





SUMMARY 

1. Project Title 

Study of Evaluation Methods for In - Vessel Corium Retention through Extemal 

Vessel Cooling and Safety of Reactor Cavity 

1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Effective methods for corium cooling have to be provided to terminate or 

mitigate the severe accident progression. For this purpose,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done in many countries which use nuclear power. Among those 

methods , in-vessel retention and corium cooling on the reactor cavity have been 

proposed as important methods or strategies. Although much of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stiIl it is very difficult to develop clear 

regulatory guide because of the uncertainty about each strategies. 

Through this study , the current status of the technological issues such as 

corium cooling on the reactor cavity and in-vessel retention which have been 

proposed as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to terminate or mitigate the accident 

progression , will be surveyed , and the concepts of those two cooling methods w il1 

be established. In addition , the methodology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each 

cooling concepts , the technical basis for safety assessment of the reactor cavity 

and maintenance methodology for reactor vessel will be develop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ollowing detailed contents of the study w ilI be performed . 

. Development of concept for in-vessel or ex-vessel corium cooling methods 

. In-vessel retention 

. Corium cooling on the reactor cavity 

VI 



. 1n -vesse! retention 

. Feasibility assessment for in-vesse! retention 

Reactor vesse! thermal analysis 

- Reactor vessel structural analysis 

. Possible reactor vessel failure mechanism 

- Large failure 

- Local failure 

- Penetration failure 

. Development on maintenance methodology for reactor vessel 

. Corium cooling on the reactor cavity 

. Analysis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corium cooling on the reactor 

cavJty 

- Ex-vessel steam explosion 

Debris coolability 

- Molten corium-concrete interaction 

.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to assess the safety of the reactor 

cavity , and safety analysis 

- Reactor cavity flooding system 

- Reactor cavity strength 

- Reactor cavity area 

- Base met material 

- Effects on the containmnet integrity(containment over pressure 

and over temperature) 

. Development of technical basis for regulatory guide about corium cooling in 

vessel or out of vesse! 

1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primary results of the third stage of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s. 

VII 



.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s for extemal cooling plan of nuclear reactor 

vessel 

. Development of code system for assessment of in-vessel corium retention 

through extemal vessel cooling 

- Temperature distributions is acquired with finite element heat transfer 

analysis, and thermal stress analysis and finite element limit analysis is 

accomplished with the acquired temperature. 

- Calculation of boundary conditions using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MAAP4 in severe accident: The fundamental boundary conditions(amount 

and composite of corium relocation , temperature and heat f!ux) are 

offered to the heat transfer analysis of developed finite element code. 

- Collapse pressure was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limit analysis, the 

collapse pressure was compared with intemal pressure of the nuclear 

reactor vessel for the corium retention evaluation 

- Development completion of systems for the described analysis 

. Verification of proposed evaluation methods and analysis of severe accidents 

. Global rupture was not occurred in the TMI-2 accident by the analysis 

result considering gap effect, the results with finite element code are similar 

to the ones with MAAP4 in analysis result of severe accidents . 

. Corium retention of nuclear reactor vessel can be evaluated by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s, and preserve methods can be also evaluated from this 

results . 

. Evaluation of in-vessel corium retention in the worst case 

- Gap effect is not considered by assumption that a vessel contact the 

corium in the inner wal l. 

- From calculated result with limit analysis , collapse pressure is below the 

intemal pressure at the beginning of the severe accidents. 

- Initial ruptures is predicted by high temperature elevation and a decrease 

of collapse pressure 

. Evaluation of extemal vessel cooling effect for SGTR-37, LOFW -26 and 

SBO-8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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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dary conditions are calculated by MAAP4 for SGTR-37, LOFW-26 

and SBO-8 accident 

- In considering external coolling , Collapse pressure is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heat transfer analysis and finite element limit analysis. 

- Effect of external cooling is found from comparison with the case 

without external cooling 

. Development of descriptive foundation for evaluation methods for in-vessel 

corium retention 

- Development of descriptive foundation for boundary conditions analysis 

method with MAAP and the other assistive method is offered like 

descriptive foundation 

- Development of descriptive foundation for heat transfer analysis and 

structural analysis the descriptive foundation is offered by physical 

model , illustrative analysis result and analysis result for real severe 

accident (TMI accident) 

. MAAP analysis for the corium cooling on the cavity 

. Assessment of strategy for flooding cavity using spray 

- In LOCAs , cavity can be flooded naturally. 

- For flooded cavity, concrete ablation is reduced . 

. Effect of CCI on the containment integrity(non-LOCAs) 

- If the CCI is reduced, the pressure increase is reduced by the 

containemnt cooling. 

- In no-flooding case or late flooding case (flooding after corium relocation 

on th ecavity) , containment pressure can not be reduced by containment 

as much as in early flooding case . 

. Review of CCI and IVR-ERVC model in MAAP code 

. IVR-ERVC model 

Corium pool modeling: mass and energy equation for oxide, met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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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Je bed 

- Lower head failure model: instrument line failure , instrument line ejection, 

creep failure , jet impingement, metal layer attack 

. CCI model 

- Heat generation: decay heat, chemical reaction heat 

- Heat transfer: Lumped equation 

- Phase change: 2-D ablation model for axial and radial direction 

- Mass transfer: mass conservation equation for 50 of components (uniform 

mixture) 

. Technical materials for IVR and corium cooling on the cavity 

. Materials for IVR 

- Severe accident analysis results: MAAP code analysis results 

- Structural analysis results: structural analysis for lower head 

- Review of IVR model in MAAP code and other references 

. Materials for corium cooling on the cavity 

- Severe accident analysis results: sensitivity analysis using MAAP code 

- Review of CCI model in MAAP code and other references 

V. Suggestions for Application 

. ThermaVstructural analysis data for external cooling effect : foundational data is 

offered for the regulation preparation of external cooling technique 

. MAAP analysis results for corium cooling on the cavity: it can be used in the 

guideline for assessment of containment capability. 

. IVR and CCI model used in MAAP: technical background material 

. Technical materials for IVR and corium cooling on the cavity: it can be used in 

the guideline for assessment of containment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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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범국가적인 차원의 규제와 각국 전력회사들의 자발적 

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통하여 여타 발전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 

지해 왔으며， 이러한 원자력 발전시설의 탁월한 안전성은 소위 ‘심층방어전략 

(Defence in Depth)’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추구될 수 있었다. 심층방어전략은 일 

반 대중을 방사능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다중방벽‘을 사용 

하는 ’다단계 방호 개념‘이다. 초기의 다단계 방호는 첫째로， 엄격한 품질 보증과 

보수적 설계를 통한 사고발생 최소화， 둘째로， 고장 및 이상 상태 발생시 발전소 제 

어 및 회복 능력 확보， 셋째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다중 안전계통 및 방호계통 

구비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탁월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TMI-2 및 체로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노심 손 

상이 발생하는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IAEA , 

OECD/NEA 및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중대사고의 발생 방지 및 사고 결과 

완화를 위하여 상당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국에 

서는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고관리 전략들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전략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이들 사고관리 전략들 중에서 

원자로 캐비티에서 노심용융물을 냉각시키고자 하는 방안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In - Vessel Retention through External Vessel Cooling)을 이 용하여 원자로용기 파 

손을 방지하려는 방안은 가장 중요한 중대사고 완화 전략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집 

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원자로 캐비티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 확보는 IAEA , OECD/NEA , 미 사업 

자 요건 및 유럽 사업자 요건 등에서도 제안되었듯이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있어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원자로 캐비티에서 

노섬용융물이 충분히 퍼질 수 잇는지의 여부， 그리고 노심용융물의 냉각 가능성 등 

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은 원자로용기 내부에서 사고를 종결시킬 수 있고， 복잡 

한 원자로용기 외부 현상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Ice-Condenser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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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를 사용하는 VVER-440 원전과 AP600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이 

타당성은 개별 원전의 특성에 상당히 의존하고 발생 가능한 현상의 불확실성， 

파손 시 발생하는 우려사항 등으로 인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 

입장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노섬용융물 냉각 

을 위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구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노섬용융물 

의 냉각이 이루어진다면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원자로용기 외 

벽냉각 방안이 성공할 경우 격납용기 직접가열， 노심용융물-냉각수 상호반응 등과 

같은 복잡한 원자로용기 외부 현상들을 없애 중대사고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아주 심각한 사고 상황에서도 격납용기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도 

이루어지고 

효￡ 

태의 

념의 

원자로용기 

중대사고의 종결 또는 중대사고의 결과 완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 

있는 노심용융물 냉각방안 중 원자로 캐비티에서의 노섬용융물 

외벽냉각을 통한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현황을 분석하고， 냉각 방안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방안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 또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하며， 원자로 캐비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 기반과 원자 

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있다.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대한 현재 기술 

와 더불어 

개발하고자 

한 것으로 제안되고 

냉각 방안과 

방안에 

각 냉각 

범위 제 2 절 연구 내용 및 

수행될 세부 연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용기 내부 및 외부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방안에 대한 개념 정립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IVR 개념) 

• 원자로 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서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의 적용시 방안의 타당성 평가 

- 원자로용기에 대한 열적 해석 수행 

에
 
t 



- 원자로용기에 대한 구조적 해석 수행 

· 가능한 원자로용기 파손 메커니즘 파악 

- 원자로용기의 전반적인 파손 

- 원자로용기의 국부적인 파손 

- 원자로용기 하부 관통부의 파손 

·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방법론 개발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과 관련된 현안 분석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에 의한 증기폭발 

- 노심파편층의 냉각 가능성 

- 노심파편층-콘크리트 상호 반응 

· 원자로 공동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안전성 평가 

- 원자로 공동 침수 계통 

- 원자로 공동의 강도 

- 원자로 공동의 바닥 면적 

- 원자로 공동의 재질 

- 격납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격납용기 과열 및 과압) 

• 원자로용기 내부 및 외부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에 대한 규제요건 설정을 위한 

기술근거 개발 

언급된 연도별 세부 연구 내용들은 다음 그림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추진 절차 

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q 
u 



1 

차
 년
 
도
 

원자로용기 건전섬 유지 빔안에 

대한 기초 연구 

참고문헌 수집/정리/검토 

IVR 관련 현상학 연구 검토 

얼/구조 해석 코드 개발과 하부 

구조에 대한 해석 

원자로용기 파슨 

메커니즘 파악 

얼/구조 해석코드 개발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평가 방 

업론 개발과 평가 

MAAP을 사용한 
경계조건 계산 

원자로용기 건전섬유지 빙안 평가 

망업에 대한 기술적 근거 개일 

MAAP 코드 내부 IVR 해석 모 
덜 검토자료 생산 

얼/구조 해석 코드에 대한 물리 

적모덜검토자료생산 

IVR 여|시 해석자료와 TMI 사고 
해석 자료 검토 정리 

위 자료를 종함하여 평가방법 

론에 대한 기술근거 생산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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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기초 연구 

| 침고문헌 수집/정리/검토 j 

| 원자로공동에서의 현상 파악 j 

구축과 상관식 개발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현안 정리 

노심 파펀증 냉각 관련 

현안 분석 정리 

CCI 관련 
현안 분석 정리 

원자로 공동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일과평가 

|원자로공동에서의 냉각 성능에 j 
영항을 미치는 변수 선정 

| 위 변수들에 대한 M재P 코드 
를 사용한 민감도 분석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관련 규 
제요건 설정을 위한 기술근거 개알 

j MAAP 코드 내부 CCI 해석 모 t 

덜 검토자료 샘산 

I MAAP 해석 자료 생산/정리 ! 

j 위 자료를 종합하여 규제요건 l 
설정의 기술근거 생산 



제 2 장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건전성 평가 

제 1 절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건전성 평가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에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 

이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하였다. 유한요소 열전달 해석을 이용하여 원자로 하부구조 

의 온도 분포를 구하고， 구한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탄성해석을 통한 열응력분포를 

구한다. 또한 원자로 용기 재질의 온도에 따른 항복응력과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유 

한요소 극한해석을 수행하고， 수행결과로 원자로하부구조의 붕괴압력과 붕괴모드를 

계산하여 원자로하부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한요 

소 기법의 이론적 내용이다. 

1. 열전달 해석 이론 및 유한요소 수식화 

구조물의 내부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한 열전도와 열복사를 고려 

한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aT a 1, aT\ 
V"l~ = ::._ I k i ; ~~ 1 + f in D at aXi ~ ""J aXi J 

T=g on aD1 

aT 
k，j' 경좌 ni= h on aD2 

kij뚫 nj= - ho( T- T.∞) - éa( T 4 
- T!) on aD3 

(2-1- 1) 

T= To at t=O 

여기에서 p는 밀도 Cp는 단위 체적당 비열， k1l 는 열전도 계수 é은 방사률이 

고 o는 S tefan - Boltzmann 상수이 다. 

열전달 문제의 수식화를 위하여 가상일의 원리를 이용， 적분방정식 형태의 약형 

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R 
J 



JD (PCp쩔)TdQ= JD옳 ( kij짧 ) TdQ+ JD 1 TdQ 

식 (2-1-2)의 열복사로 인한 비선형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선형화 한다. 

-ko (T- T，∞)- é (J (T 4
- T!) 

= - { ko + é (J ( T + T∞)(T 2 + T ;, )}(T- T，∞) 

ko (T- T∞) 

여기에서， 

동。= - { ko + é (J ( T + T∞)(T 2 +T;，)} 

(2-1-2) 

('ì ;-n 

(2-1-4) 

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식 (2-1-2)에 부분적분과 발산정리를 적용하고 경계조건을 고려하면 다-。 끼'l- ?1 

J (p aT aT aT) - -( c - T+ k - -l dQ+ J ko TTdr D \ ("'" P Ò f .... , "IJ é “ c “ , .... "'., , J aD‘ 

= JD 1TdQ+ Ja감 fdI1+ faDj 동oT∞ Tdr 
T=QE γ T on òD] 

T=g on òD] 

T= To at f= to 

식 (2-1-5)를 유한요소 근사화 하면 다음과 같다. 

찮(M:ß짧fL + K:ß때+ 찮 Tß= ~휠1:+ 훨1:. 2 + 찮1:. 3 

T a= ga on òD] 

fa=fOa at t=f。

R 
v 

(2-1-5) 

(2-1-6) 



식 (2-1-6)에 주어진 미분방정식을 시간에 따른 적분식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Crank-Nicholson의 8-방법 ( 8-method)을 이 용하기 로 한다. 식 (2-1-6)을 8-방법 을 

이용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2- 1] 

찮(소 M:ß+ 8K:ß)T;+ ;휠 8K:p3T; 

= 찮(소M:ß- (1- 8)K혜T$-l- 찮(1- 8) K.때3T;-1 

+ e휠1:+ 찮1:. 2 + 찮1:. 3 (2-1-7) 

T a= ga on r 1 

ta= tOa at t= tl。

식 (2-1-7)은 n번째 단계에서의 온도 T; 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T;-l는 

전 단계 즉， η-1 번째 단계에서의 온도로써 이미 알고있는 값이다. 

2. 외벽냉각과 열전달 경계조건 

원자로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물이나 공기와 원자로용기와 노심용융물은 열전달 

을 하게 된다. 주로 공기와는 대류나 복사에 의해 열전달을 하지만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를 하면서 열전달은 하는 경우에는 비등열전달을 하게 된다. 그림 

2.1-1은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전달 경계 조건을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의 기하학적 형상과 주변의 유체의 상태를 

고려하여 열전달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 자연대류 열전달 

공기에 둘러싸인 경사면으로부터의 열전달에 대한 실험측정값[2-2]에 의하면 가 

열면이 위 또는 아래로 향한 경우 모든 경우에서 층류영역에서는 다음 식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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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 

i 
hL Nu = 굉~ = 0.60 ( Gr * Pr sÍn 8) 5 10 5 드 Gr* sÍn 8 드 10 11 

가열면이 위로 향한 경우 난류영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L 

N u = 0.17 ( Gr * Pr ) 4 10 10 
:::;; Gr* Pr :::;; 10 15 

식을 

(2-1-8) 

이용할 수 있 

(2-1-9) 

가열면이 아래로 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N u = O. 17 ( Gr * Pr sÍn 28) 4 10 10 드 Gr* Pr sÍn 28 드 10 15 (2-1-10) 

위의 식들에서 나타나논 6는 수평면에 대한 경사면의 각도이고， Gr“는 수정된 

Grashof 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β qu. L4 
Gr* = Gr Nu = k ν2 (2-1-11 ) 

실험 [2-3]에 따르면 가열면이 위로 향한 수평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할 수 있다. 

i 
Nu = 0.13 (Gr Pr) 3 

1. 
Nu = 0.16 ( Gr Pr ) 3 

Gr Pr 드 2x 10 8 

(2-1-12) 

2x 108 르 Gr Pr 드 10 11 

위에서 사용된 식들은 열유속이 일정한 변에 대한 관계식으로， 유한요소 열전달 

해석시에는 각 시간 단계마다 열유속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사용하였다.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원자로용기와 주변공기와의 열전달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 8 -



서는 공기의 

하였다. 

물성치가 펼요하다. 공기의 물성치는 참고문헌 [2-4]을 참조하여 적용 

나. 비등열전달 

어떤 면이 액체에 노출되고 액체의 포화온도 이상으로 온도로 유지되면 비등이 

생기고 열유속은 면의 온도와 액체의 포화온도의 차이에 의존하게 된다. 가열된 면 

이 자유표면 아래에 잠겨 있을 때 이 과정을 수조비등(pool boiling)이라고 한다 

[2-4 ,5]. 원자로 용기 의 외 벽 냉 각의 경 우도 원자로용기 하부구조가 물 속에 잠기 게 

되는 것으로 수조비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가열면의 온도와 물의 포화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비등열전달 。tλL 。
。 ö -，::::- 다르게 나 

타난다. 가열면과 액체의 온도의 차이가 작으면 자연대류나 핵비등(nuclear boiling) 

이 일어나게 된다. 온도의 차이가 커지면 열유속은 최대값이 되는 임계열유속 

(critical heat flux) 점 이 나타나고， 온도차가 더 커 지 면 불안정 한 영 역 에 속하게 된 

다. 핵비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 

(2-1-13) 
, r g(Pl- Pv ) , 2 I cp.l L1Te \3 

Q= μlμf.<r l 1 ,,', .... nl 
•• Jg L (J J \ C S.J h fg Pr i J 

여기에서 첨자 U는 포화액체， 포화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hfg는 기 

화 열 (heat of vaporization) 을 나타낸다.상수 Cs.l와 지수 %은 비등열전달이 일어 

나는 표면과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로 여기에서는 0.013과 1.0의 

사용하였다. 임계열유속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값이 

Q= 옳 hfgpν[~갚~] 4(갤꽉) 2 (2-1-14) 

일반적으로 수조비등의 경우에 기하학적 형상은 열전달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 

자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열전달이 주로 기포의 형성과 동요에 의존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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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기포의 형성은 가열면의 면적에 의존하고 가열면의 모양 

에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원자로용기는 사고 초기부터 물 속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원자로용기의 외벽과 

물의 포화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핵비둥에 의한 열전달이 일어나고 온도의 차이 

가 커지더라도 임계열유속 이상은 되지 않는다. 

3. 열변형 및 탄성해석 

등방성 재료의 내부에서 온도가 변화하는 경우 열팽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관 

계식이 성립한다. 

ékk = α'ilT (2-2-1 ) 

이 때 , ékk 는 체 적 변 형 률 ， a는 열 팽 창계 수(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 ilT 

은 초기 상태와 현재의 온도 차이이다. 또한， 응력-변형률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5,j = - kαδudT + EuklEkl (2-2-2) 

1 I åUh åUJ \ 
여기에서 éh'= -"'-1 -"._" +~그 l 이다. 

'" 2 \ åXI ' åXk J 

이 식을 축대칭 문제에 대하여 나타내면 응력성분과 변형률 성분은 각각 4개씩 

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2-6] 

σr l f 0 f é r 1 ( ailT 

<5z (1-이E 
f 1 0 f ailT 

(1 + 1/)(1 -2ω ‘ l (2-2-3) 
r rz 0 0 g 0 Yrz 0 

<5() f f 0 1 é() I 1 a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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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ι-
l-v ’ 

g 1-2v _ --，------c-이다 
2 (1 -ω 

탄성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Jji,i = 0 10 Q 

κ = gj onrl1 

(Jji nj = h j on r f2 

위의 지배방정식과 

수 있다. 

경계조건으로부터 다음과 

Lajj 강i，j 때 = Lp심i 때+ L (Jjj ηj 강jdr 

수치해석은 위의 

(2-2-4) 

z) 。e."'C 약형 (weak form)을 유도할 

(2-2-5) 

약형으로부터 유한요소 근사화를 탄성 변형을 계산하기 위한 

통하여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근사화를 통해 나온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 있 

고 여기에서 N a • Nß는 형상함수를 나타낸다. 

P B 

감l(짧 +/않) + #1(f짧) 쏠lE늄 μlβ = 

여기에서 E늄 = L.Ejjk/ Na,kNß"dQ 

f양 = 4ekadTδijNa，jdQ 

f않 = Lp/i야 dQ 

f깜=월jN야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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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4. 극한해석 

극한해 편리한 유한요소 계산에 강도 구조의 해석에는 붕괴 하부구조의 원자로 

파생된 이로 연화와 열적 이용하면 극한해석을 이용하였다[2-7 ，8]. 유한요소 /셔 ..Q.. 
-，프 

좀더 정확한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강도가 약해지는 효과에 의해 

있다[2-9， 10]. 

수식화는 

할수 계산을 

펴혀 
。 。있다. 하계해석은 이루어져 하계해석과 상계해석으로 극한해석의 

최대 변수의 함수값 또는 매개 및 항복조건식으로부터 경계조건 방정식과 정역학적 

값과 다음과 수식화 하면 방법이다.하계해석을 느
 
」하

 
구
 

를
 바

 
다
 

려
 「

。

-
。

상응하는 그에 

같다. 

q ( (1) maXlmlze 

(2-2-7) D m V. q = 0 subject to 

aDs 

D 

on (1. η = q t 

11 (1 11 (ν) 드 (}o m 

분포하중이며 aDs에서의 경계면 는
 

4 
--응력텐서이고 영역내에서의 L

一6는 여기서 

11 11 (，.)는 von-Mises 노옴을 의 미 한다. 비례하중계수이고， qτ 

이원정리 않아 실용적이지 하므로 구하여야 해를 응력공간에서 하계해석은 

것이 유리하다. 가상일의 원 

분
 
다
 

저
「
 이
”
 

쁨
 수 

으E
 

어
E
 

여기에 마특 τ7 
~ ~-

는
 

하
 

적분방정식 형태의 약형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상계해석 

수식화를 상계해석 이용하여 

펴혀 tll처시으 
。 Ö ï 2. 

(duality theorem)을 

이용하여 리를 

수식화를 발산정리， Hölder 부등식을 

q( μ) 

q = (}OJD"같 "(-v) dQ 

mmm11ze 

j;Dt a dr= 1 

subject to 

(2-2-8) 

Tr( ê) = 0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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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0 는 재료의 초기항복응력으로 원자로용기 하부구조는 고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적연화에 따라 항복응력의 저하를 고려하였다. 상계해석 수식화로부 

터 유한차원 근사기법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화하며， 최소화 반복기법을 통하여 수치 

해석으로부터 최소값을 구하여 구조물의 붕괴하중을 계산하고 상응하는 속도장을 

구한다. 

5. 원자로 하부구조의 건전성 평가 방법의 검증 

지금까지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한 원자로 하부구조의 건전성 평가방안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는 유한요소 열전달 해석을 원자로 

하부조의 온도 분포를 구하고 이 온도분포를 이용한 열응력 계산과 극한해석에 의 

한 붕괴압력의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열응력의 계산은 탄성이론에 근거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의 내외벽간의 온도차이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유한요소 극한해석은 재료 

의 온도 상승에 따른 항복응력의 열적연화를 고려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의 붕괴압력 

을 계산하여 수행한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TMI-2 사고에 대해 해석하였고 MAAP4를 

이용하여 수행한 중대사고 시나리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TMI-2 사 

고는 캡을 고려한 경우에 원자로 내부의 최대 압력보다 높게 나타나서 실제의 경우 

처럼 파손이 예측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해석결과는 MAAP4의 해석 결 

과와 유사한 시기에 파손을 예측하였다. 이런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한 

요소기법을 이용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평가방법은 중대사고에서 원자로 하부구조 

의 건전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외벽냉각을 위한 규제 기술을 마련하는데 이 기법을 

이용한 해석결과를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MI-2 사고에 대한 해석과 울진 3&4호기에 대한 해석 결과들이 표 2. 1. -1 에 나 

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TMI 사고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MAAP 해 

석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유한요소 모델링 및 노섬용융물의 적층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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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이론 

을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코드를 

개발된 해석코드에 해석조건으로 

조해석에 적용하여 원자로용기의 

개발하였다. 중대사고해석코드(MAAP)의 

부여하여 열전달 해석을 하고， 열전달 

결과활 

결과를 구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링은 그림 2.2-1처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모댈링은 

원자로용기， 노심용융물， 캡을 각각 따로 고려하여 수행하였고， 노심용융물은 산화 

물과 금속층을 나누어서 고려하였다. 절점은 1516개， 요소는 1429개이고 노심용융물 

의 적층량을 잘 근사하기 위해 높이방향으로 노심용융물의 요소격자를 세밀하게 하 

였다. 

노심용융물의 내부에서는 발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의한 붕괴열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사고 모사해석코드의 결과를 

핵반응에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노섬용융물의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붕괴열이 발생한다고 가정하 

였다. 

q" = 31.0 t- o .잃8 (MW/m3) 

노섬용융물의 붕괴열은 계속 

못한다면 온도의 상승이 이 되지 

감소하지만 원자로용기의 

크게 나타날 수 있다. 

(2-3- 1) 

내외부로 충분히 열전닫 

해석시간 간격은 새로운 노섬용융물이 적층되었을 때에 0.2초로 하여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시간간격을 조금씩 증가시키다가 다시 새로운 노심용융물이 적층되면 초 

기 시간 간격을 0.2초로 하고 다시 시간 간격을 증가시켰다. 이는 노섬용융물의 새 

적층되었을 때 큰 온도차로 인해 온도의 변화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한 것이며， 

오차를 줄이면서 전체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로 

계산의 

제 3 절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관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 

1. 최악의 경우에 관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 

3차년도에서는 노심용융불과 하부구조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캡이 존재하여 。j
E코 

전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2.3-1은 전년도에 해석 

한 결과로서 캡에서 의해 나타나는 열전달계수를 예측한 것과 금속층과의 접촉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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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최대 열유속이다.4차년도에서는 캡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노심용융 

물과 하부구조가 직접 접촉하여 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최악의 경우 

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해석 결과를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치로 

사용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에서 수행한 유한요소모델올 이용하여 열전달해석， 열변형해석， 극한해석 

을 이용한 붕괴거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해석은 초기단계는 노섬용융물이 적층 

되기 직전의 상태이다.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초기온도는 중대사고 모사해석코드 

의 해석결과에서 노심용융물 적층 직전의 온도를 사용하였고 적층되는 노섬용융물 

의 초기온도는 3000K로 가정하였다. 열변형 해석시에는 초기상태에서 응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극한해석도 이 초기 상태부터 고려하였다. 다만 해석에 사용된 

시간은 사고의 발생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노심용융물이 적층되기 시 

칸부터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3-1부터 그림 2.3-5은 각 중대사고 모델별 노섬용융물의 적층높이를 시간 

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중대사고 모사코드의 결과는 노심용융물의 적층높이가 점 

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한요소해석은 요소격자의 모양이 변 

화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노심용융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불연속적이다. 각 해석시간별로 노심용융물의 높이를 계산하여 가장 근사하는 요소 

까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노섬용융물이 양이 증가하는 것을 모사하였다. 그림 

2-3-4는 노심용융물의 적층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 시간을 60，000초까지 나 

타내었으나 실제해석은 120.000초까지 수행하였다. 

각 사고 모델별 해석결과는 열전달 해석 결과로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구조해 

석 결과로서 극한해석이나 열변형해석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붕괴하중이 원자로용 

기 내압보다 낮아져서 파괴가 예상되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붕괴모드를 구하 

여 파괴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내압에 의한 파괴가 예상되지 않는 사고 시나리오는 

열변형을 해석을 통한 응력분포로서 파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온도분포는 대표적인 시간을 2개 선택하여 나타내었다. 열응력해석은 선형탄성 

해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재료의 소성거동이나 파괴는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외벽냉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많은 온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매우 큰 

웅력 분포를 보이기도 한다. 붕괴모드는 붕괴가 일어나는 시기의 변형모드를 나타 

내어 파괴모드를 평가하였다. 붕괴해석을 극한해석을 이용하고 재료의 열적연화를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붕괴하중은 각 시간대 별로 계속 계산하여 원자로용기 내부 

의 압력의 상태와 비교하여 붕괴가 일어나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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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 

건전성 평가 

SGTR-37 , LOFW-26, SBO-8 사고는 외 벽 에 서 냉 각수에 의 한 냉 각은 

공기와 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이다. 반면에 하부구조의 

노심용융물과 직접 

없는 사고의 가. 외벽냉각이 

내벽에서 。l--.
~ J.!-지 

된 

2.3-6, 2.3-7는 

2.3-10, 2.3-11에서는 LOFW-26 사고의 온도분포를， 그림 2.3-14, 2.3-15에서는 

SBO-8 사고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3가지 사고 모두 시간이 지나감에 

노심용융물의 적층량이 증가하고 하부구조로의 높은 열전달에 의해 하부구조 

옹도가 용융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3-8, 2.3-12, 2.3-16은 3가지 사고에 관하여 시간에 따른 붕괴하중의 

캡을 고려한 경우와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캡을 고려한 경우는 시간이 

과한 후 금속층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해 붕괴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캡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사고 초기부터 노심용융물로부터의 많은 열전달로 인하 

여 붕괴압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극한해석에서는 하부구조의 열적연 

화를 고려하여 파괴여부를 판단하였지만 열전달 해석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제로 

는 원자로 하부구조는 용융되어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3-9, 

2.3-13, 2.3-17은 3가지 사고의 붕괴모드를 나타낸 것으로 용융에 의해 중심축 부분 

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 

이루어지게 

그림이고 

변화 

그림 

켜 
。

열전달이 

나타낸 

많은 

를
 

포
 

분
 

때문에 

도
 

온
 

있기 

사고의 

접촉하고 

SGTR-37 

는 고온의 

그림 

라서 

의 

다. 

E츠 -둔크 

건전성 평가 

LOCA 사고는 사고 시나리오 상으로 외벽냉각이 주어진 사고이다. 따라서 

노심용융물과의 직접적인 접촉하여 용융온도에 가까운 고온을 유지하지만 외벽 

냉각효과에 의해 냉각수의 비등점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내벽과 외 

이로 인해 매우 큰 열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캡효 

열전달이 이루어진다면 내외벽간의 

내벽 

나. 외벽냉각이 있는 사고의 

。

τ: 

.Q. 
」

직접적인 

온도차이를 보이며 

과를 고려하지 않고 노심용융물로부터 

온도차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x. 。
IL τ= 벽간에 

나타낸 것이고， 그림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는 외 

온도는 용융온도에 거 

를
 

포
 

도
 

온
 

2.3-18, 2.3-19는 

2.3-23과 2.3-24는 large LOCA-5 사고의 

벽은 냉각수의 비등온도에 가까운 온도를 나타내지만 내벽의 

small LOCA-9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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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내벽에서는 용융이 일어나서 노심용융 

물이 원자로 용기를 침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3-20과 2.3-25는 유한요소 

극한해석을 이용한 붕괴압력을 변화를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원자로 용기의 용융에 의한 노심용융물의 침식을 고려 

하지 않아 외벽이 냉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산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하부구조의 붕괴압력은 크게 저하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탄성해석에 의 

한 열용력분포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하부구조의 파괴가 사고초기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20, 2.3-21은 small LOCA-9 사고에 대해서， 그림 2.3-26 

과 2.3-27은 large LOCA-5 사고에 대해서 열웅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 

가 실제보다는 매우 과장되어 수천에서 수만 MPa의 응력분포가 나타났지만， 이 결 

과로부터 원자로용기 하부구조는 사고 초기부터 파괴가 발생한다는 것이 충분히 예 

측할 수 있다. 

이 해석 결과들로부터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최악의 경계조건으로 주 

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고 시나리오 예측에 있어서도 최악의 경우에 대처 

하여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벽냉각이 없는 사고의 외벽냉각 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 

3차년도에서는 5가지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이 중에서 SGTR-37, LOFW-26, SBO-8 사고 

는 외벽에서의 냉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속층과의 접촉면에서의 많은 열전 

달에 의해 원자로 용기의 파괴가 발생하였다.4차년도에서는 위의 3가지 사고에 대 

해 외벽냉각 조건을 부여하여 외벽냉각이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해석에서도 그림 2.1-1 의 해석조건을 이용하여 그림 2.2-1과 같이 유한요소 

모텔링을 수행하고 열전달해석， 열변형해석， 극한해석을 수행하여 하부구조의 건전 

성을 평가하였다. 노심용융물의 온도를 3000K로 가정하고 노섬용융물이 적층되기 

직전의 상태를 초기 상태로 하는 등의 해석에서의 기본가정은 앞의 경우가 같게 가 

정하였다. 그림 2.3-28부터 그림 2.3-30은 외벽냉각이 고려된 3가지 중대사고 모텔 

에 대한 노심용용물의 적층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로 유한요소 격자의 모양을 이용하여 계단형으로 노심용융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는 하부구조의 파괴가 예상되는 시간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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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해석시간을 매우 길게 하여 외벽냉각 지속되는 경 

우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각 사고 모델별 해석결과는 열전달 해석 결과로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구조해 

석 결과로서 열응력분포와 붕괴하중을 나타내었다. 온도분포와 열응력분포는 대표 

적인 시간을 2개 선택하여 나타내었다. 열응력해석은 선형탄성해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재료의 소성거동이나 파괴는 고려가 되지 않아서 내외벽간의 온도차가 큰 

경우는 매우 큰 응력 분포를 보이기도 한다. 붕괴압력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내압 

의 변화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붕괴압력은 각 시간대 별로 계속 계산하여 원자로 

용기 내부의 압력의 상태와 비교하여 붕괴가 일어나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였 

다. 

그림 2.3-31과 2.3-32는 SGTR-37 사고에 외벽냉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온도 분포이다.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외벽에서의 냉각에 의해 하부구 

조의 온도가 매우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는 금속층과 

의 접촉부에서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외벽냉각이 이루어 

지면 금속층의 높은 열전도도가 냉각효과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금속층과의 접촉하 

는 하부구조의 부분이 빠르게 냉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3-36, 2.3-37은 

LOFW-26 사고의 온도분포를， 그림 2.3-41과 2.3-42는 SBO-8 사고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사고들도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의 온도가 낮 

아졌고 금속층과의 접촉부분도 냉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외벽 

냉각에 의해서 외벽은 냉각수의 비등온도에 가까운 온도 분포를 보이지만 내벽에서 

는 노심용융물과의 열전달에 의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내 

외벽간의 온도차이에 의해 열응력은 크게 발생하였다. 그림 2.3-33과 2.3-34은 

SGTR-37 사고의 외벽냉각시의 열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2.3-38, 2.3-39는 

LOFW-26 사고에 대해서， 그림 2.3-43과 2.4-44는 SBO-8 사고에 대해서 외벽냉각 

이 있는 경우의 열응력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내벽에서는 높은 온도 상승으로 열 

팽창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외벽에서는 냉각에 의해 열팽창이 작게 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내벽에서는 압축응력이 외벽에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다만 매우 

큰 온도차이와 선형탄성해석의 결과로 응력값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매우 크게 나타 

나게 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재료의 소성거동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탄 

성해석에 의한 열변형해석 결과를 보면 내벽에서의 압축응력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결과이다. 하부구조 내벽의 온도가 용융온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상승하지 

않는다면 원자로용기가 압력용기라는 관점에서 압축응력은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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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2.3-40, 2.3-45는 3가지 중대사고 모텔에 외벽냉각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붕 

괴압력을 내압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3가지 사고 시나리오 모두 하부구조의 

붕괴압력은 내압에 비해 크게 나타나서 극한해석의 관점에서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 5가지 중대사고 모텔에 대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외벽냉 

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하부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한요 

소코드를 개발하고 해석에 적용할 경계조건을 계산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열전달 

해석， 탄성해석， 극한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전달해석에서는 외벽냉각 등을 모사 

하기 위한 열전달 이론을 적용하였다. 극한해석은 하부구조의 파괴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용되어 붕괴압력과 붕괴모드를 계산할 수 있다. 경계조건은 노섬 

용융물의 양， 온도 등을 중대사고해석코드로부터 계산하여 적용 가능하다. 

앞의 해석 결과는 예시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모벨이나 실제 중대사고인 TMI-2 

사고와 비교하여 종합적인 건전성 유지 방안 평가방법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사 

용 될 수 있다. 외벽냉각의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자로 용기의 안전성을 평가 

하는 데에도 위의 이론들을 사용할 수 있고 중대사고해석코드와 서로 보완하여 해 

석방법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제 4 절 AP600에 대한 외벽냉각 평가 자료[2-1 1] 

1. 서론 

AP600에 적용된 외벽냉각 전략은 노심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부에 감금하기 위 

한 수단이다. 원자로용기에 가해지는 열적/구조적 하중에 대하여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열제거를 하는 것이 외벽냉각의 목적이다. 외벽 

냉각을 통한 건전성 유지를 통해 원자로공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현상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AP600의 경우 외벽냉각을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설계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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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계통 감압 장치와 원자로 공동 침수 계통을 안전 등급으로 설계 

- 노심의 열출력 밀도를 낮추어 열적 하중을 경감함 

- 하부헤드의 관통부를 제거하여 방해물을 없엠 

원자로용기 열차폐체가 정상운전시에는 열차폐 기능을 수행하며， 외벽냉각시 

에는 냉각수와 증기의 유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이 외에도 원자로 공동 침수 계통을 통해 물이 공동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일 

차계통 냉각수의 

으로 자연스럽게 

누출(냉각재 상실 사고의 경우)이 발생할 경우 이 냉각수를 공동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하였다. 

UCSB 에 서 개 발 한 ROAAM (Risk Oriented Accident Analysis 

Methodology) 방법론에 의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노섬용융물 표면 높이 

이상 원자로용기가 침수되고 일차계통이 감압되는 경우 원자로용기 파손은 물리적 

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열차계통이 

충분히 감압되지 않거나 수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용기와 격납용기가 파손 

대하여 AP600에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검토는 주로 대한 NRC의 

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AP600에 다음의 

정리하였다.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일차계통 감압과 원자로공동 침수 가능성 

평가 

- 감압과 침수가 가능할 경우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평가 

- 공동 침수 계통과 열차페체 계통과 관련된 고려사항과 섣계 요구 사항 

2. 일차계통 감압과 원자로공동 침수 가능성 검토 

행 

λ세 
'-' 일차계통 감압과 원자로공동 침수는 외벽냉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다. 이들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확률론적 평가 관점에서 서고 。 。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계통 감압에 있어서는 감압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감압될 수 있으며， 수동으로 감압될 수도 있다. 공동 침수에 있어서도 침 

수계통을 통해 

유입되어 

수동으로 침수될 수 있으며， 사고 과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냉각수가 

침수될 수 있다. 

AP600에 대 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시에 사용된 성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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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계통 압력경계가 위협받기 이전에 150 psi 이하로 감압 

-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헤드로 재배치되기 이전에 원자로용기 반구 부 

분을 침수시키고(83 ft), 재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노심용융물 풀 높이 (86 ft) 

이상으로 냉각수를 채울 것. 

가. 일차계통 감압 

사고시에 자연적으로(LLOCA의 경우) 혹은 인위적으로 일차계통을 감압시킬 수 

있다. 비상대웅지침(ERG)에는 감압시스댐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PSA 시에도 자동 감압은 고려하지 않고 수동 감압조치만 고려하였다. 

1단계 PSA의 결과에 의하면 약 85%의 사고에서 노심 노출 이전에 일차계통 압력 

이 150 psig 이하로 감압되는 저압 시나리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PSA에서 

는 노심노출 이후에 원자로용기 압력경계가 위협받기 이전에 일차계통이 감압될 확 

률을 약 93%로 평가하였다. 

PSA에서 사용된 성공기준인 150 psi는 UCSB의 해석에서 사용된 압력조건(완전 

감압 조건)보다 훨씬 높은 값이다. 그러나， UCSB 보고서의 부록 G ( DOE/ID -

10460)에 따르면， 약 5cm 두께로 앓아진 원자로용기가 지탱할 수 있는 압력 하중이 

약 400 psi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크립 해석을 통하여 하중에 대한 

여유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UCSB의 해석을 참고할 때 PSA에 사용 

된 성공기준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자로공동 침수 

혜스팅하우스 사에서 노심용융물이 재배치되는 시간과 그 불확실성을 분석한 결 

과 급격한 피복재 산화 시작 이후 적어도 45 분 이상 지나야 초기 노심용융물 재배 

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어도 75 분 이상 지나야 전체 노심이 재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자로공동침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급격한 피복재 산화 이후 45분 이내에 83 ft 이상 침수 

- 급격한 피복재 산화 이후 75분 이내에 86 ft 이상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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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IRWST의 냉각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CMt 

와 축압기의 냉각수 재고량만으로는 두 번째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고온관을 침수시킬 수 있는 107 ft 이상 침수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위는 

ULPU 실험에서 사용한 수위와 비슷한 높이이다. 

PSA 보고서 39장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초기에 공동에 냉각수가 없고 공동침수 

계통의 한 라인만 운전할 경우 83 ft 수위에 도달하는 데 20분， 86 ft 수위에 도달 

하는 데 40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급격한 피복재 산화를 감지한 이후 공동 침수계 

통 운전에 약 25분의 여유시간이 있다. PSA시에는 인간오류 계산시에 20분의 여 

유시간을 고려했으며， 20분 안에 피복재 산화를 감지하고 2개의 라인 중 한 라인의 

밸브를 열어 공동침수계통을 동작시키는 작업을 실패할 확률을 0.003으로 가정하였 

다. 이러한 작업이 실패할 경우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몇몇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MAAP 코드를 사용한 해석을 수행하였다(PSA 보 

고서 34장 참조) . 해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 진행에 따라 자연적으로 원자로 공동 

으로 냉각수가 유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수동으로 침수 계통을 작동시킬 

펼요가 있는 사고들의 경우 보통 약 40분의 여유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RC에서 몇 사고 경위에 대하여 SCDAP/RELAP5 와 MELCOR를 사용한 계산 

을 수행한 결과 수소생성량 등과 같은 자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었 

지만 노섬용융과 재배치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수력학적인 거동을 확정하였다. SCDAP/RELAP5의 계 

산에 의하면， 급격한 산하반응이 발생한 이후 초기 노심용융물 재배치까지 약 90분 

의 여유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전 재배치까지는 약 120분의 여유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웨스팅하우스 사에서 

제안한 성공기준은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A 결과에 따르면， 약 96%의 사고 경위에 있어서 원자로공동 침수가 성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절반의 사고 경위에 있어서는 운전원의 수통 조치 

없이 사고 특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원자로공동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절반만 운전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공동 침수계통과 관련 

하여 전원의 가용성， 밸브의 가용성， 운전원의 판단 가능성， 운전 가능성 등을 고장 

수목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들 고장 수목을 격납용기 사건 수목과 연계되도 

록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NRC에서는 일차계통 감압과 원자로공동 침수 성공 기준이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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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결론지었으며， 대부분의 노심용융 사고에 대하여 감압과 침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PSA에 사용된 감압과 침수관련 모델과 가정들이 

받아들일만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3. 외벽냉각 성공 가능성 

UCSB는 AP600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열적하중을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극한 두 

가지의 노심용융물 형상 혹은 노심용융물-원자로용기 접촉 모드를 가정하였다. 하 

나는 처음 노섬용융물이 재배치될 때 용융물 줄기 형태로 원자로용기를 침식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노심용융물이 재배치된 이후 평형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UCSB의 해석에 따르면 용융물 줄기의 침식에 의한 원자로용기 파손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RC에서 수행한 해석 결과 또한 이와 일치하였다. 따라 

서， 열적하중이 제일 큰 극한 상황은 노심용융물이 모두 재배치되어 하부헤드에 풀 

을 이룬 평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형상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의 

미한다. 

- 하부에는 산화용융물， 상부에는 산화되지 않은 금속 용융물 층이 형성되어 있 

으며， 내부에서는 자연순환이 발생함. 

- 모든 노심 물질과 철 구조물이 노섬용융물에 포함됨 

- 일차계통은 완전히 감압됨 

- 원자로용기 외벽은 완전히 침수되어 열전달이 발생함 

UCSB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 ULPU 실험을 통해 얻어진 비등과 임계열유속 실험 데이터와 상관식， 

mini-ACOPO 실험과 MELAD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용융물 풀의 자연대류와 

열전달 데이터와 상관식 등 AP600 설계를 반영한 실험 데이터와 상관식들이 

사용됨-

- 업력조건과 그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산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열적 하중， 각도에 따른 DNBR 등의 입력 조건을 계산하였다. 

- 외벽에서의 임계열유속 발생여부가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결정하는 필요충분조 

건임을 자세한 구조해석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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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결론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AP600의 경우 일차계통이 감압되고 노심용융물 표면 이 

상 침수된 상황에서는 원자로용기 파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인 

지었다. UCSB의 해석에서는 후기 노심 재충수를 통한 일차계통 가압 하중은 고려 

인정을 

소요되었으며 

수많은 기술 

열전달 

불확실성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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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내부의 

대한 

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대사고， 열전달， 구조 해석 등의 분야에서 

있는 17인의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다. 검토과정은 약 2년이 

기간동안 2번에 걸친 수정 작업이 있었다. 또한， 검토과정을 통해 

현안들이 제기 되었다. 이들 현안 중에는 정상상태 도달 이전에 

원자로용기 받을 수 있는 열적 하중에 대한 문제， 노심용융물 

상관식과 외벽에서의 열전달 상관식과 임계열유속 상관식 등에 

제， 고온에서의 원자로용기 물성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현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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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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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의한 연구소(RES)와 INEEL에 

인 검토가 수행되었다. NRC-RES는 주로 하부헤드의 

주요 인자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NRC의 위해 뒷받침하기 검토를 NRC의 

하중 

열전달 계수 

분포 

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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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상태의 하중에 대한 해석은 SCDAP/RELAP5를 사용하여 

열 수준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하부헤드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세부 절점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수 

노심용융물 양을 사용하여 과도상태에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자연 대류 

INEEL에서는 SCDAP/RELAP5 코드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모사하였다. 

행했다. 

서의 해석을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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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가용한 문헌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외벽에서의 열전달에 있어서는 PSU에 

서 수행한 SBLB 실험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합적인 모사 결과 외벽냉각을 통해 

원자로용기 건전성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RES의 검토에 따르면 UCSB의 해석이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명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SCDAP!RELAP5 코드 해석 결과를 참고하면， 최종적인 정상상태(모든 재배치 

가 완료되고 산화물고 금속이 분리된 상태) 이전에도 금속층과 산화층이 분리 

된 형상을 이룰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속층이 최종상태보다 앓기 때문에 금속 

층을 통해 원자로용기에 가해지는 열유속이 최종상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ORIGEN2 계산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경우 열생성밀도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owers의 해석 (EPRI!NP-5054 - SR)에 따르면， 약 5%의 금속 우라늄이 금속층 

에 포함될 경우 금속층의 밀도가 산화물에 비해 커져서 산화물층이 위로 가고 

금속층이 밑에 형성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원자로 

용기 하부헤드의 밑부분으로 열유속이 집중되어 열적 부하가 커지게 되는 반 

면 그 부분의 임계열유속은 낮기 때문에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었다. 그러 

나， RASPLAV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두 번의 실험에서 모두 산화물이 아래로 

배치되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 

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용융물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원자로용기 벽면이 침식될 가 

능성이 있다. RASPLAV 실험에 의하면 개별효과 실험에서 텅스텐을 용융물 

에 넣었다가 뺀 후 조사한 결과 텅스템 외부에 용융물 각질층이 형성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용융물과 원자로용기 사이에 대량의 화학반응이 발 

생한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INEEL에서는 UCSB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불확실도 분석 코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를 개발하여 검토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UCSB에서 사용한 

Mini-ACOPO 실험 결과 대신 대형의 ACOPO 실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ULPU 

상관식 대신 PSU의 SBLB 상관식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해석 결과 여러 가지 다 

른 불확실도를 고려하더라도 임계열유속에 대한 여유도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용융물 하부에서 증기가 생성되면서 용융물의 자연대류가 활발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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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 가능성， 금속층에 열원이 추가될 가능성， 금속 

층 질량이 70톤 가량이 아닌 20 톤 가량으로 줄어들 가능성 등을 고려하변 특정 부 

위에서 엄계열유속이 발생할 가능성이 50%를 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 

심용융물의 용융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 하부헤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때 

문에 원자로용기 하부혜드 파손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상부로 전달되는 열유속이 서 

또한 INEEL에서는 UCSB에서 가정한 최종 상태가 가장 극한 조건이 아닐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노섬용융물이 하부헤드에 재배치되기 이전 

비교적 앓은 금속층을 통해 전달되는 열유속을 계산했을 때 임계열유속을 상회 

하는 값이 나왔다. 또한， 산화물 층 사이에 금속층이 끼어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 

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금속층과 산화층이 역전되는 경우 하부 

헤드 아래 부분에서 임계열유속을 초과하는 열유속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가정한 구조가 형성되고 상당시간 지속도리 경우에만 가능 

한 결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현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NRC에서는 최종 평형 상태 이전의 과도상태에 대한 해석이 현재 

해석 기술 수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석을 수행한다 하더라 

도 불확실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NRC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UCSB에서 제시한 것과 같 

은 최종 평형 상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자로용기의 컨전성이 유지될 수 

용융물 형상의 불확실도를 고려한다면 원자로용기 파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결론지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OECD에서 

실험을 통해 용융물 형상과 용융물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심용융물 형상에 대한 불확실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NRC는 임계열유속에 대한 여유도가 충분히 있는 

사의 해석 결과와 PSA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외벽냉각이 성공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할 경우 격납용기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기 원자로용기 파손은 조 

되는데 원자로용기 파손을 

또한， 외 벽냉각이 100% 실패하여 

격납용기 파손 확률을 계산하더라도 안전 목표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 빈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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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하에 NRC는 AP600에 대한 외벽냉각 설계와 PSA에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가 

정한 가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4. 계통 설계 사항 

가. 원자로공동 침수 계통 

원자로공동 침수 계통은 두 개의 15.2 cm(6") 직경의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IRWST(96')에서 냉각수를 공급받아서 공동의 재순환 썽프(83’)로 공급하게 되며， 

107‘ 높이 까지 침수시키게 된다. 각 배관에는 모터구동 밸브 하나와 폭발 밸브 하 

나가 장치되어 있으며， 모두 안전 등급으로 설계되어 안전 둥급의 직류 전원을 공 

급받게 된다. 

운전원이 공동을 침수시키는 조치는 ERG FR.C-1에 정의되어 있어서 일차계통 

으로 냉각수 공급이 회복 불가능하거나 노심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하는 격납용기 

방사능 수준에 도달할 경우 공동 침수계통을 작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EOP 

상에서 노심출구온도를 감시하면서 부적절한 노심 냉각을 감시하면서 공동침수 필 

요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NRC에서는 SSAR과 ITAAC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 

동침수 계통이 수용할 만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원자로용기 열차폐체 계통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차계통이 충분히 감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 차폐체 계통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 

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UCSB 보고서의 부록 K에 기술된 바와 같이 ULPU 장치와 같은 구조의 열차 

폐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외벽냉각을 수행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수력학적인 부하에 건전성을 유지해 

야 하며， 냉각재 유로의 막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ULPU 실험과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원자로용기 외벽에 물이 붙을 수 있 

는 조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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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하는 

로
 

통
 

원자로용기로부터 빠져나오는 

통로를 제공하고 증기를 방출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포함한다. 

여으 
2"코 정상운전시에는 

냉각수의 

계통은 

역할을 하며， 중대사고시에는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열차폐체 

된다. 

- 차폐체 아래 부분으로 냉각수가 유입되고 차폐체의 상부로 증기를 방출한다. 

원자로용기와 열차폐체 사이의 간격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규격이 - 실험장치의 

다. 

충분히 부하를 수력학적인 발생하는 외벽냉각시에 차폐체벽과 지지구조물은 

않도록 크기를 

구는 냉각수와 증기 유로에 

지도록 되어 있다. 차폐체 

팅 하우스 사는 최 대 유량을 37.85 kL/min 00 ,000 gpm)으로 평 가했다. 

수위가 상승할 때 열 차페체는 정적인 수압을 받게 되 

되면 증기 생성과 응축 이동 등에 의해 동적인 압력 

웨스팅하우스 사는 PSA 보고서 39장에서 

유량 형성에 

위쪽에 있는 증기 방출 

면적 (0.7 m2 이상)을 가 

결과를 바탕으로 혜스 

하여 작게 정도로 

차폐벽 생물학적 

가장 좁은 부분 이상의 

압력손실이 무시할 

조절하였다. 

때 유입될 

지탱한다. 

냉각수가 

방해를 주지 

하부로 

있어서 

실험 설험 했던 ULPU 11의 없이 

ULPU 실험에 근거하여 

요구 사항을 기술하였다 

원자로공동이 침수되면서 

며， 외벽에서 비등이 발생하게 

을 받게 된다 

다음과 같은 기능적 

1011-즈二 
t二 L • 수두) , 외벽이 열차페체 내벽이 받는 압력은 약 2.7 psi가 되며 (6.6 ft의 

압력은 약 5.4 psi가 된다03 ft의 수두) . 

- 증기생성에 의한 가압에 의해 하부로부터의 냉각수 유입이 제한되어서는 않된 

경우에도 최소 5.1 cm 

유로를 확보해야 한다.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전체적인 냉각 

다. 

원자로용기 방향으로 최대 10.2 cm (4") 가량 밀리는 

(2") 가량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0.7 m2의 최소 

그러나， 열차페체가 빌려서 원자로용기와 접촉하더라도 

는 구이고 열차페체는 평면이므로 한 점에서만 접촉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자로용기 내부의 노심용융물 덩어리들 

공간을 막을 가능성을 생각 

있어서 

충전/유출 운전을 

공동무로 빠져나와서 원자로용기와 열차폐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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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LOCA 사고시 

이 



할 수 있다. 10,000 gpm의 최대 유량이 형성될 때 유속은 약 1 ft/s로 아주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유로를 막을 정도로 큰 노섬용융물 덩어리가 빨려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능성을 고려해서 냉각수 입구 유로의 최소 면적을 45.2 cm2 

(7 in2
)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했다. 

ULPU 실험에서 실제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철판에 실제 사용하는 페인트를 입힌 

시료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용기 외벽의 페인트는 제조 

와 운반 도중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히는데 설치기 완료된 뒤에도 따로 

제거하지는 않는다. 페인트를 입혀서 실험한 결과 임계열유속이 약간 증진되는 것 

으로 나타나서 페인트에 의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결론 지었다. 

5. ROAAM 방법콘 

UCSB의 Theofanous 교수 등은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확률론적인 요소를 사용하 

여 특정 현상이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보이는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금속층의 초점 효과(Focussing Effect)에 의 한 원자로용기 파손을 주요 파손 경 위 로 

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AP600과 Loviisa 발전소에 대해 수행하여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을 보였다.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Rayleigh 수를 정의하였다. 

Ra' = GrPr Da = gßlf q" ’ /(aνk) 

산화물 층에서 상부와 하부로 전달되는 열유속은 Steinbemer & Reineke 상관식 

과 mini-ACOPO 실험 상관식을 각각 사용하였다. 

N up = O.345Ra’ 0.233 

N dn = O. 0038Ra ’ 0.35 

1E7 < Ra' < 3E13 , Pr-7 

1E12<Ra' <7E14 , 2.6<Pr<10.8 

금속층에서의 Rayleigh 수와 상부로 전달되는 열유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a= GrPr =gβ~3( T botlom - Ttop)q" ’ / (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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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O.069Ra 1l3Pr O
.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 금속층에서의 열유속이 결정된다. 

싫=(é이껍 o+A(품)[ T,.o - T,. m + (뚱 f/4염 。f/3

A= O.15k(뽕f/3 

T b = T ,.o+ (똥 )3핵。 

q꾀/.i(fJ. t) = q;'-w= 씀( Tb- Tl m)4/3 

위에서 T，.o는 금속층 상부 표면 옹도， H，은 금속층 두께， T'.m은 금속층과 원 

자로용기 경계면 온도， Tb는 금속층 중심 온도이다. 

위와 같이 계산된 

일 경우 파손이 

열유속을 외벽에서의 임계열유속과 비교하여 임계열유속 이하 

발생하지 않음을 보였다. 

제 5 절 MAAP코드 내부 외벽냉각 모델 

1. 물리적 모델 

원자로용기 하부헤드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의 냉각 과정에 사용된 주요 물리적 가 

정과 모델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2.5-} 에 나타나 있다. 

가.노섬용융물의 .Q.. 01 
-" l=l 

실리더 형태의 노섬용융물이 유입되면서 파편화되는 현상은 

마찰에 의해 벗겨져 나가는 양을 계산해서 모델링 하였다 

용융물 줄기의 표피가 

파편화된 업자들의 산화과정은 막비등(Film Boiling) 상태에서 급냉되는 모델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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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입자층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상부에 있던 고체 구조물이 붕괴하거나， 재배치되는 

물 즐기에서 떨어져나온 부분이 업자층으로 유입된다. 

용융 

입자층에 있던 노심용융물 혹은 구조물 

연속적인 노심용융물 풀로 유입된다. 

업자들이 용융될 경우 하부에 존재하는 

업자층에는 각질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업자층 

(Porosity)에 의해 냉각되는 정도가 정해지게 된다. 

평균 입자 직경과 공극율 

입자층 상부에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자층에서 제거되는 열은 업자층의 

임계열유속(Dryout Heat Flux , DHF)으로 정의되며， 냉각수가 없이 말라있는 경 

우에는 기체의 자연대류와 복사에 의해 전달되는 열을 계산하게 된다. 

입자층은 금속 입자와 산화물 입자의 혼합물이며， 균일한 직경을 가지고 분포한 

다고 가정한다. 

입자층으로 전달되는 열은 하부의 

열이다. 

노심용융물 풀로부터 전달되는 복사열과 대류 

입자가 용융되어 

층으로 포함되게 

다. 노심용융물 풀 

금속층으로 포함되는 경우， 업자가 가지고 있던 

된다. 

붕괴열은 금속 

하부 플레념으로부터 떨어지는 용융물 줄기 중에서 

은 부분이 노심용융물 풀로 유입된다. 입자층이 

업자화되어 

용융될 경우 

구조물이 

떨어져나가지 않 

용융물 풀로 포함 

용융될 

원자로용기 파손 

경우 용융물 

이전에는 원자 

되게 되며， 원자로용기 내벽 혹은 하부 플레넘의 

풀로 유입된다. 용융물 풀로 들어온 용융물은 

로용기를 빠져나가지 못한다. 

원자로용기 내벽， 용융물 풀 상부에는 응고된 각질층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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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된다. 

의해 용융물 결정되는 노심용융물 자연순환에 

금속층과 산화물층은 분리되며， 금속층이 산화물층 위에 

Nusselt 수 와 Rayleigh 수 에 의 해 

풀에서 각질층을 거쳐 빠져나가는 열이 계산되게 된다. 

모텔에 의해 각 영역별로 열/물질 전달이 계산되게 되며， 

성장과 축소가 계산되어진다. 

물리 위와 같은 지배 

이를 통해 각 영역의 

보존식 2. 질량， 에너지 

2.5-2 그림 교환되는 방식이 

질량/에너지 

질량과 에너지가 원자로용기 내부와 격납용기에서 

그림에 B}A~ λ] .2.. 
。 o 1'--보존 전체적인 같이 바와 나타난 나타나 있다. 에 

다음과 같다. 

m cm = mpb + mss + m xu + 2:;η'Zxi.j+ mxe+ mpl 

Uα"，= Upb + Uss 十 Uxu+ 2:Uxu.j+ Uxe + Up1 

각질 λ.l-1;! 
。 I노심 용융물을， pb는 입 자층을， ss는 금속층을， xu는 

층을， xl은 하부 각질층을. xe는 내부 각질층을， pl은 용융물 풀을 나타낸다 

종 cm은 위에서 

3. 업자층 

수소생성은 입자층에서의 낮아져서 온도가 충분히 

그러나， 여전히 

열에너지의 

입자층은 

것이다. 

내려온 하부헤드에 

포화온도 이상이 그 온도가 냉각수의 도l 
E즈 무시할만한 양이 

입자 중요하다. 것은 평가하는 양을 있는 /
I 제거될 업자층에서 므로 

일이기 때문 전달되는 열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온도 감소량을 계산하게 

물로 입자층 내부의 

국부적인 플러딩 

층에서 

건 업자층의 된다. 의해 혹은 건조에 에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n/“ 
-

U 

-
n서
 
-

LU 

-

z 
-

/l 

-
-o 
-

r 
-2 

-
’l
l
l

」

+ 
-M 

1l4 

-
、
‘7
/

/
I
l‘
、
-
r
ι
 

LU 

-

E 
O· 

η
 7-

g 
-g 

j 
-P C

흐
 /
I‘
、

p 
-

--+ ----
딴
 rt 

P·-/
，
‘
、-! g n

γ
 
-

r’’
lL 

-요
 
/
λ
-

’
μ
 -

- 32 -

조열유속은 Lipinski의 

qPb uv
dη 



6야(.~ρb/ X lib) 1/2 

Ypb= 패(Pwi- Pgi)g 

J2 _3 
x - 」fRk ζ pb 

pb- 180 (1- Epb) 2 

J _3 
--뜨따 Cpb 

ηpb - 1. 75 1 - E pb 

이 있다. 이 외 에 도 Henry-Epstein-Fauske 관 계 식 을 사용 할 수 Lipinski 관 계 식 

주어진다. 건조열유속은 다음과 같이 관계식에서 입자충의 

q양}-:-Wl = pgjUgjhjg 

계산된다. 증기속도는 다음과 같이 

T T ((Pwi- pg，.)gdφE3b ) 1/2 

'-' g/ l 2Cj Pg i 

위에서 

된다. 밀도가 증기의 이 경우， 업자의 밀도는 물의 밀도가 되며， 유체의 

업자의 드래그 계수와 말찰계수는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가진다 

밀도는 

C ,,= 효으 =~rl5(1-해 +0.8751 
D - 3 냉b 3 태b l Reφ j 

d
J “ --3 

--

U 
-” 

야
 

! p 
---

A 
Y 」“ 

e R 

있 까、 

T 경우가 있을 세 다음과 같이 공 극율 (Porosity)은 직경이 동일한 입자층의 

다. 

구조 = 0.48 입방체 
i 
<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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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C 구조 = 0.32 

- FCC 구조 = 0.26 



남! 
D 공극율 0.26 - 0.53 과 비슷한 얻은 통해 실험을 二i2 二:z.~~

。-， 료 1二이러한， 이론적인 

들어오게 적 공극율을 0.4를 의한 평균 실험에 내부에는 MAAP 코드 된다. 위에 

있다. 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이 값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가열 

일부 고화된 용융물 

이때 용융물에 

임계온도 이상으로 

있던 

냉각수는 

4. 캡을 통한 냉각 

용융물이 냉각수와 

급격하게 팽창한다. 이에 의해 냉각수 상부에 

올라가면서 원자로용기와 용융물 사이의 

접촉할 경우 직접 고온의 

되며 되게 

형성된다. 

의해 

Gap이 이 들려 

서 Gap을 

존재하는 증기에 

Gap에 전달되며 복사에 전도와 열은 전달되는 원자로용기로 거쳐 

의한 열저항은 다음과 같다. 

k 5t ( T sat , V5t.5at) 

Ôgaψ 
h gap = 

실험한 수치와 같은 Henry가 1994년에 

100-300 μm 정도이다. 

이후 원자로용기가 팽창하면서 Gap이 커지게 되며 

Ôgap는 EPRI 후원하에 Gap 크기인 초기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δgap=Rφ éj/gap + Ôgap. o 

’ -J gap. 0 '-Strain, 때의 RPV가 파손될 감r 반지름， 하부헤드의 R 느 Ip'-여기서 

지름 3m인 Gap 크기로써 초기 δ 」-gaP.o '-FractionaI Damage, 의한 RPV의 Creep에 

경우 약 300 μm 정도이다. 

이후에는 냉각수가 침투하여 

원자로용기의 

일단 Gap 생성펀 Monde 된다. 수행하게 냉각을 

제거될 해
 

통
 

으
 

E 
E 
E 좁은 통해 대한 연구를 비등열전달에 틈에서의 7.- 。

1크[τr 등 (982)은 

열유속 상관식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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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ap.CHF= Chjgp~.5 [go( Pj- pg)]O 정 

있는 최대 /-‘ 
T 



C=Ü.16[ 1+6.7x lO-
4 (뚫r

U

(魔)] 

여기서 IgaÞ은 Gap의 길이이다. 

그림 2.5-3과 같이 열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용기 표면과 용융물 표면이 

냉각수 온도와 같다는 가정 하에 양방향에서 전달되는 열유속을 계산한다. 두 열 

유속의 합이 Monde 상관식에 의한 임계열유속 이하가 되면 두 열유속 값을 

Reference 값으로 가정하고 원자로용기 표면과 용융물 표면의 온도를 냉각수 온도 

로 가정한다. 만약 임계열유속 값을 넘올 경우 물리적으로 그러한 값을 가지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로용기와 용융물에서 전달되는 열유속의 합이 임계열유 

속과 일치하도록 다음과 같이 열유속을 분할하여 가정한다. 

qrv=Kπqgaþ， CHF 

qxl= Kx，ρgaþ， CHF 

K~，= -q rv, l -
rv qrv.i+ qxl.o 

TT qxl,o 

Hxl - qrv , i+ qxl.o 

노섬용융물 각질층(Crust)의 온도 분포는 포물선 분포로 가정한다. 

T= CoX
2 + C1X+ C2 

두께 L인 각질층의 Bulk Temperature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f=flLT값 

각 항의 상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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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떡2TL -2 T- 췄tf-- x (Txl.o - T rv.z)- 울 qXI) 4L2\ L..L L L..L k "\.J. xl.o .J. rv.z' k"'X'j 

C1 = 擔(Txl. o - T rv.i)- 웅 qxl 

C?=괴3T-끊f (Txl•o - T rv.i) - T L - fb qXI) ~ 2\" .J. 2k \.L xl.O .L rv.z' .L L 2k ", x'J 

위의 온도 분포로부터 노심용융물 표면 온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3T- T，+ 강엎강 T” -4Q 
".、 L 2k .L rv.t 2k "'x 

.L xl.o 2+ 강엎심느 
2k 

5. 노심용융물로부터 원자로용기로 전달되는 열유속 

노심용융물 풀로부터 풀 상부와 하부로 전달되는 열은 다음과 같다. 

krL1T _ n ", 
q u = 0.36 -=-:.호-=- RaU' L..J 

kc L1T I 1 \ 0.26 
qd= 0.54 ':..，"πτ~I ;:'1 RaU. 1ö 

\ RJ 

Ra=융따;EE 
a !l Rc 

만약 정상 상태를 가정한다면 에너지 보존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Vmelt q Auqu + Adqd 

또한， 풀의 과열도(Superhea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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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11 0 r _ _ _ (\ 10 I \ .26, -1 
L1T = -=-=-굉，:eu ~ l 0.36 Au RaU ω + 0.54A d Ra

u . 10 [ 호) I 

이때의 단위체적당 열생성율 ( q) 이 1.5 MW/m3 이라면， 과열도는 약 304 "c가 

되고 이때의 하부로의 평균 열유속은 약 210 kW/m2 이 된다. 

또한， 대략적으로 약 50%의 열이 상부 각질층을 거쳐서 금속층으로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하부로 전달되어서 원자로용기 내벽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절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평가 방법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시 경계조건 계산 

중대사고는 불확실성이 아주 큰 현상이다. 특히， 노섬용융이 발생하여 노심용융 

물이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로 재배치 될 경우 재배치되는 조건과 양이 매우 불확실 

하며 사고 시나리오와 이력에 따라 다른 양상올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두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결정론적인 보수적 관점에서 최악의 경 

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 

는 불확실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 

적 평가 관점에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노심 손상빈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고 시나리오를 택하여 이에 대한 경계조건 해석을 수행하였다. 예시적인 경계조 

건 계산에서 채택된 시나리오는 한국형 표준 원전언 울진 3&4호기의 LL-5, SL-9, 

SGTR-37, LOFW-26, SBO-8 사고 시나리오로서 이들 5개 사고 시나리오가 약 30% 

이상의 노심손상빈도를 차지한다. 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 코드로서 확률 

론적 안전성 평가시 중대사고 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MAAP 4.0 코드를 사용하였다. 

열 구조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제공되는 주요 경계 조건은 시간에 따른 노섬용융 

물의 양(산화물과 금속층 분리)， 노심용융물의 두께， 붕괴열， 용융물에서 내벽으로 

전달되는 열유속， 원자로용기 내압 등이다. 

2. 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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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산된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에 대한 유한요소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벽면과 내부의 온도분포 

를 구한다.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유한 요소에 대한 탄성해석을 수행 

하여 원자로용기 하부 구조에 가해지는 열응력을 계산하게 된다. 

해석을 중대사고 1단계의 

3. 구조 해석 

열 해석에서 얻어진 원자로용기 하부 구조의 옹도 분포를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하부 구조의 항복웅력을 구한다. 항복응력은 온도의 함수로서 특정온도 이상이 되 

면 항복응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인 구조해석 코드와 중대사고 해석 코드에서 사용되는 Creep 모댈은 온도와 

하중이 주어질 경우 파손이 이르는 시간을 평가하는 해석 방법으로서 시간이 오래 

지날 경우 반드시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Theofanous 등이 AP600 외벽냉각 

해석에 사용한 모델의 경우 특정 온도 이상이 될 경우 항복응력을 0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구조해석 코드는 온도에 

따른 구조물의 항복응력을 최적평가 관점에서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각 유한요소 

의 온도가 주어지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항복응력이 계산된다. 요소별 항복응력을 

원자로용기 전체에 대해 취합하여 전체적인 항복응력을 계산한다. 

4. 건전성 평가 

구해진 최종 항복 응력을 붕괴압력이라 하며 이 붕괴 압력을 중대사고 시 가해 

지는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 원자로용기 자체 하중과 용융물 하중의 합과 비교하여 

붕괴하중이 가해지는 하중보다 클 경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작을 경우 붕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4가지 단계에 걸쳐서 해석을 수행하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체계를 원자로용기 건전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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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평가를 수행 최종적인 

유지 평가 방법론으로 제안한 



표 2.1 -1 원자로용기 건전성 해석 결과 종합 

사고 
캡효과 외벽냉각 파손시기 또는 파손발생 

비고 
고려여부 고려여부 최소붕괴압력시기 여부 

O 
9867 sec 실제파손이 

× × 

TMI-2 <15.3 MPa) 없었음. 

1622 sec 실제파손이 
× × O 

<15 MPa) 없었음. 

O 
21965 sec 23026 sec 

× × 
<14.5 MPa) (8.8 MPa) 
17600 sec 

O 
23026 sec 

SGTR-37 × × 
(15.9 MPa) (8.8 MPa) 

O O 
20610 sec 파손예측이 

× 
(30.2 MPa) 안됨 

O 
14780 sec 

O 
15935 sec 

× 
<14.8 MPa) <15.2 MPa) 
9803sec 

O 
15935 sec 

LOFW-26 × × 
<14.8 MPa) <15.2 MPa) 

O O 
1α)()()() sec 파손예측이 

× 
(23.1 MPa) 안됨 

O 
49531 sec 

O 
50331 sec 

× 
(15.4 MPa) (15.7 MPa) 
39210 sec 

O 
50331 sec 

SBO-8 × × 
<14.6 MPa) <15.7 MPa) 

O O 
350000 sec 파손예측이 

× 
(29.8 MPa) 안됨 

O O 
43923 sec 

× 

SLOCA-9 
(29.3 MPa) 
43923 sec 열응력평가로 

× O × 
<14.1 MPa) 파손예측가능 

O O 
26623 sec 

× 

LLOCA-5 
(29.5 MPa) 
21680 sec 열응력평가로 

× O × 
<15.1 MPa) 파손예측가능 

※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파손압력과 파손압력을 파손이 예측되지 않은 경우는 최소붕 

괴압력과 그 시기를 나타내었다. 

※ 비고에서 표현된 시간과 압력이나 파손예측여부는 MAAP4의 해석결과이다. 

- 39 -



표 2.3-1 중대사고 해석을 통해 가정된 캡의 열전달 계수 및 금속층과의 

접촉면에서의 최대열유속 

~ 
h max q max 

(W/m2K) (kW/m2
) 

SGTR-37 710.9 794.4 

LOFW-26 713.5 778.7 

SBO-8 697.4 613.3 

SLOCA-9 992.2 1133.6 

LLOCA-5 1152.9 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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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adiation and ∞nvection 
to water or air 

Gap 

t = 0.1524 m 

Reactor Pressure Vessel 
LowerHead 

Convection to air or 
water boiling 

그림 2.1-1 해석에 사용된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제원과 열전달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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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노심용융물 및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유한요소모델 

- 42 -



1.8 

1.6 

1.4 

1.2 

숱 1.0 
) 

1: 0.8 
。，

~ 0.6 

0.4 

•••. ""녔혀 .. ‘ .0씨de 
----Met의 Approx. 
--。찌de Ap뼈，X. 

_ ... ~ ... ~..，:r-，，，，~，." .•• "' •• ~ ... :r-"'-7 --
.,.' •• '.‘ 0.0 ~，"， •• ~r.~.‘ ............. 

0.2 

a .. ‘ ... 
17000 18000 19000 20000 21000 22000 23000 24000 

끼IT뼈(않c) 

그림 2.3-1 SGTR-37 사고의 노심용융물의 높이 변화량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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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LOFW -26 사고의 노심용융물의 높이 변화량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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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SBO-8 사고의 노심용융물의 높이 변화량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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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Small LOCA-9 사고의 노섬용융물의 높이 변화량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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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Large LOCA-5 사고의 노심용융물의 높이 변화량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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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떠iture (K) 
15 1800.0 
14 1700.0 
13 1600.0 
12 1500.0 
11 1400.0 
10 1300.0 
9 1200.0 
8 1100.0 
7 1000.0 
6 900.0 
5 800.0 
4 700.0 
3 600.0 
2 500.0 

400.0 

그림 2.3-6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SGTR-37 사고에서 18，300초 후의 노심 

용융불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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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응n~누-11 
1δ 

T에lperature (K) 
15 1800.0 
14 1700.0 
13 1600.0 
12 당)0.0 

11 1400.0 
10 1300.0 
9 1200.0 
8 1100.0 
7 1000.0 
6 900.。

5 800.0 
4 700.0 
3 600.0 
2 500.0 

400.0 

그림 2.3-7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SGTR-37 사고에서 23，000초 후의 노심 

용융물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 47 -



--Collapse Pressure(with gap) 
- - - Collapse Pressure(without gap) 
-톨-Internal Pressure 

40 

‘ ‘ ‘ ‘ ‘ ‘ 、
、
、

‘ 

l 
l 

i 
l 
-

--’ 

’ 
1 

35 

30 

25 

15 

10 

5 

20 

(
m
α듣)
 
m
」
그m
m
@」
α
 

0 

24000 23000 22000 21000 

Time (sec) 

20000 19000 18000 17000 

붕괴압력과 

경우)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없는 (외벽냉각이 

- 48 -

비교 

SGTR-37 사고의 

변화와의 내압의 

2.3-8 그림 



-- initial shape 

-- def，αm어 shape 

그림 2.3-9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SGTR-37 사고의 붕괴모드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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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LOFW-26 사고에서 12 ，000초 후의 노 

섬용융불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옹도분포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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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LOFW-26 사고에서 14，000초 후의 노 

심용융물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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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W-26 사고의 

변화와의 내압의 

2.3-12 그림 



- initial shape 

- defOl1TlE영 shape 

그림 2.3-13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LOFW-26 사고의 붕괴모드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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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SBO-8 사고에서 44 ，170초 후의 노심용 

융불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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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SBO-8 사고에서 50，400초 후의 노심용 

융물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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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의 

SBO-8 λ}고의 

내압의 

2.3-16 그림 



__ initial shape 

-- deforme최 shape 

그림 2.3-17 SBO-8 사고에서 붕괴가 일어날 때의 붕괴모드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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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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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Small LOCA띤 사고에서 120，000초 후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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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LOCA-9 사 고 의 

비교 변화와의 내압의 

2.3-20 그림 



Von Mises Strl않s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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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Small LOCA-9 사고에 서 77，55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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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Sma lJ LOCA-9 사고에서 120，00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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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Large LOCA-5 사고에서 24，200초 휴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패려하지 않은 경우) 

- 63 -



15 

Temperature (K) 
15 1800.0 
14 1700.0 
13 1600.0 
12 1500.0 
11 1400.0 
10 1300.0 
9 1200.0 
8 1100.0 
7 1000.0 
6 900.0 
5 800.0 
4 700.0 
3 600.0 
2 500.0 

400.0 

그림 2.3-24 Large LOCA-5 사고에서 36，000초 후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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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변화와의 내압의 

2.3-25 그림 



Von Mises Stress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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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Large LOCA-5 사고에서 24 ，20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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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Mises Stress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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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Large LOCA-5 사고에서 36，00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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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 SGTR-37 사고의 외벽냉각 시의 노심용융물의 높이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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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29 LOFW-26 사고의 외벽냉각 시의 노심용융풍의 높이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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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0 SBO-8 사고의 외벽냉각 시의 노섬용융물의 높이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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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31 SGTR-37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 41 ，045초 후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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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 SGTR-37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 70，000초 후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용 

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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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SGTR-37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 41.045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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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SGTR-37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 70，00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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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TR-37 λ}고의 

비교 변화와의 

2.3-35 외 벽 냉 각 시 

내압의 

그림 



그림 2.3-36 LOFW-26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50，610초 후의 노심용융불과 원자 

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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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7 LOFW-26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100.000초 후의 노심용융불과 원자 

로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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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8 LOFW -26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50，61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 

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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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LOFW-26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100.00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 

구조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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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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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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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SBO-8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146.000초 후의 노섬용융불과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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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 SBO-8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350，000초 후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 

용기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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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 SBO-8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146，00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 

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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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4 SBO-8 사고에서 외벽냉각 시의 350，000초 후의 원자로용기 하부구조 

의 열응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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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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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 1 절 서론 

3 Ã I
c;:) 원자로공동 나17~ -̂I느; 

c;:) -, c그 〈그 평가 

될 

진행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발생시 비상노심냉각이 부적절하여 노섬용융사고로 

경우 상당량의 기체 및 액체 방사성 물질은 배관의 파단부위 (LOCA 사고의 켜 U 

우)를 통하거나 다른 특정부위를 통하여 격납용기 대기로 누출된다. 그러나 대부 

분의 방사성물질은 용융노심의 형태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쪽으로 모이게 된다. 

이 경우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방안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부적 

절할 경우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가 관통이 되거나 전체적으로 붕괴되어 노섬용융물 

원자로공동 즉， 격납용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때 노섬용융물은 콘크리 

트와 반응하여 바닥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으며， 붕괴열， 수증기 및 콘크리트 등과 

반응열 등에 의해 격납용기 대기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여 대규모 파손이 일어 

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온도와 암력상승을 방지하고 또한 격납용기 관 

의 

이 

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을 시도하게 된다.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등으로 인하여 높은 압력에서 핵연료가 용융되고 원자로용 

기가 파손되는 고압용융물방출(High Pressure Melt Ejection) 시 에 는 ;<:1 
「

접 가열(Direct Containment Heating) 형 상 등으로 

있다. 따라서， 고압 조건에서 노심용융이 

격납용기가 조기에 

격납용기 

손상될 가능 

성이 발생할 때는 감압계통에 의해 일차 

계통의 압력을 의도적으로 감압함으로써 

납용기 설계는 저압용융물방출 시나리오에 

도록 하고 있다. 

저압 상태에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고압용융물방출 

초점을 맞추어 

시나리오는 제거하고， 격 

적절한 완화 능력을 갖추 

노심용 

융물이 원자로공동에 수집되게 된다. 

용융물이 방출될 때에는 대부분의 

노섬용융물은 원자로공동 수집된 바닥에서 

재배치되면서 퍼지게 되고 냉각수가 존재할 경우 직접접촉을 통해 냉각되게 된다 

그러나， 냉각성능이 생성되는 열을 전부 제거하기에 부족할 경우 격납용기 바닥이 

침식되게 되며， 관통될 수도 있다. 또한， 침식과정에서 생성된 비응축성기체에 의 

해 격납용기가 가압되어 파손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납용기 파손을 방지 

노심용융물을 효과적으로(바닥 침식과 비응축 

억제) 냉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냉각성능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 

고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배치된 하기위해서는 원자로공동에 

생성 기처l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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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공동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는 별도의 계통이 없을 경우 격납용기 살 

수를 사용해서 냉각수 주입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냉각수의 

존재가 콘크리트 침식을 저지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격납용기가 받게되는 압력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규제시에 기술 

적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Utility Code인 MAAP에 적용된 외벽냉각 모델과 

CCI 모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제 2 절 중대사고 해석 

1. 살수에 의한 원자로공동 침수 방안 평가 

노심용융으로 인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는 중대사고시에 노심용융물은 원자로공 

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원자로공동에 냉각수가 있으며， 냉각수와 접촉하 

여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며， 냉각수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직접 접촉하여 콘 

크리트 용발을 유도하게 된다.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 특히 냉각수 풀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 용융물이 어느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낙하는 경우， 냉각수와 노섬 

용융물(과열에 의해 완전히 용융된 액체상태의 노심용융물)이 접촉하면서 노심용융 

물이 작은 멍어리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큰 규모의 증기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러한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 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 

나， 노심용융물의 냉각성능 측면에서는 냉각수와 노심용융물이 직접 접촉해서 열전 

달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냉각 방법이 된다. 

노섬용융물이 공동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냉각수를 공동에 주입하거나， 노심용융 

물이 공동으로 떨어진 이후에라도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동 침수 

계통(예를 들어 소방호스 계통을 사용한 침수)을 이용하거나， 격납용기 살수에 의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난 3차 연도에는 별도의 공동 침수 계통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MAAP 코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소방펌프 하나 정도의 용량으로 충분히 공동 침수가 가능하 

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4차 연도에는 별도의 공동침수계통이 사용이 불가능하 

거나， 처음부터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공동을 침수할 수 있는 대안을 평가하고 

자 격납용기 살수 계통을 사용한 침수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에는 울진 3&4호기 설계가 사용되었으며， 발전소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축압 

기를 제외한 모든 안전주업 계통(고압/저압 안전주업계통)이 사용이 불가능하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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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냉각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에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 평가하였다. 

그림 3.2-1에는 대형 LOCA(18" 저온관 파단)가 발생하고， 축압기를 제외한 모든 

안전주입이 설패한 경우 원자로 공동의 수위와 격납용기 압력이 나타나 있다. 이 

안전주입과 격납용기 살수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로 공동으로 

있는 냉각수는 일차계통 내부에 었던 냉각재 뿐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공동으로 떨어지기 이전에는 수위가 5m 이상 유지되 

면서 충분한 양의 냉각수가 공동에 모이게 되지만 노심용융물이 공동으로 떨어진 

이후 증기 생성에 의해 점점 고갈되는 양상을 보였다. 격납용기 압력 또한 노심용 

융물에 의해 증기가 생성되면서 압력이 급격히 증가된 이후， 냉각수 고갈(약 16시 

증기생성에 의한 가압은 줄어들었지만 콘크리트 분해에 의한 비응 

사고 시율레이션에서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격납용기 살수만으로 공동을 침수시키 납용기 

경우， 모든 

유입될 수 

간 소요)로 인해 

냉각기 

압력 

주
 
ι
 

꾸
 

따른 

등 격납용기를 냉각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작동하지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없더라도， 초기에 공동을 침수시킬 수 있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냉각수 주엽이 없어도 약 10 시간 이상은 견딜 

나타났다. 만약， 안전주입을 수행할 경우에는 파단부를 통해 

충분한 양의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팬 

공동 침 

데는 문제 

압력증가가 지속되었다 생성에 

ó1 쓰二 
λλ '-

냉각수가 공급되어 

것으로 

기체 

수계통이 

가 없는 

축성 

/,-

공동에 

냉각재 상실사고가 아닌 SBO와 같은 사고의 경우 파단부를 통한 냉각재 유업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격납용기 살수계통이다. 

MAAP을 사용해서 SBO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주엽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 대한 계 

산을 수행하였다. 

히 

다. 

충분한 

격납용 

나타난 바와 같이 격납용기 살수를 수행할 경우， 공동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증기생성에 

가압에 의해 격납용기 파손이 발생하였으나， 팬 냉각기등을 사용하여 

냉각을 수행할 경우 가압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에 

니1 ZJ-스르 
r、 , I 즈 

의한 

기 

양의 

냉각수가 하나는，공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조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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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I가 격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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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부족하여 빠른 시간에 고갈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냉각수가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냉각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격납용기 건전성을 위협하는 인자는 

주로 비응축성 기체 생성에 의한 가압과 격납용기 온도 증가로 인한 밀봉 파손， 격 

납용기 바닥 관통 등이다. 반면， 냉각수가 존재할 경우 격납용기 건전성을 위협하 

는 인자는 주로 증기 생성에 의한 가압이 된다. 

냉각수를 사용하여 노심용융물을 냉각하는 경우 생성되는 증기의 양이 많기 때 

문에 생성되는 증기를 적절하게 웅축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가압이 지속되어 격납용 

기가 파손되게 된다. 반면， 냉각수가 없거나 부족하여 CCI 활발히 발생하는 경우 

가압 속도는 증기생성에 의한 가압 보다 느리지만 응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본 4차년도 연구에서는 격납용기에 냉각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격납용기가 가압되는 양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으며， 격납용기 팬 냉각기 등을 사 

용하여 격납용기를 냉각하는 방안의 유효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에서 공동에 냉각수가 없는 경우를 모사하기 위해 

MAAP 코드를 사용해서 SBO 사고에 대한 계산을 수행했다. SBO 사고시에 축압 

기를 제외한 모든 능동계통의 안전주업계통이 이용불가능하여 노섬손상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격납용기 살수계통은 작동시키지 않았다. 이 경우， 사고 

시작후 약 50,000 초 경에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노심용융물이 공동으로 방출되었 

으며， 공동은 건조한 상태였다[그림 3.2-31. 원자로용기 파손과 함께 일차계통에 있 

던 냉각수가 공동으로 유입되어 공동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지만 100,000 초 경에 완 

전히 건조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은 증기 발생에 의해서 주로 격납용기가 가압되 

게 되며， 이후 CCI가 발생하여 비응축성기체 생성에 의한 가압이 지속된다. 지속 

적인 가압으로 인해 약 310,000 초 경에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핵분열생성물이 환경 

으로 방출되게 된다.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에서 공동에 냉각수가 없을 경우， 팬 냉각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인 가압에 의한 격납용기 파손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 

조건에서 팬 냉각기를 작동시킬 경우 격납용기 내부의 증기가 응축되면서 격납용기 

가압 속도를 완화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4] 

SBO 사고시에 살수를 수행하고， 팬 냉각기를 작동시킨 경우에는 증기 생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압되어 약 380,000 초에 격납용기가 파손되었다(그림 3-2-2).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격납용기 살수를 통해서 충분히 공동을 침수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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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팬 냉각기 등 부가적인 격납용기 냉각계통을 작 

동시킬 경우 격납용기 가압을 상당시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에 냉각수가 없을 경우 생성되는 비응축성 기체의 가압에 의한 격납 

용기 파손이 냉각수가 있는 경우 생성되는 증기의 가압에 의한 파손에 비해 시점이 

조금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기의 경우 부가적인 수단을 통해 응축이 가능하며， 

자연적인 웅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며，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이전에 공동 

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공동을 침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비응축성 기체 생성에 의한 가압속도와 증기 생성에 의한 가 

압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발전소별로 시나리오에 

안전성 해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MAAP에 사용된 MCCI 모델 

l. 서론 

따른 격납용기 

중대사고시 노섬용융물이 원자로용기파손으로 인하여 캐비티로 방출되어 콘크리 

트와 직접접촉할 경우， 콘크리트의 침식과 그 물리적 현상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 

섬용융물로부터 전달된 열에너지에 의해 콘크리트가 분해되어 수증기와 이산화탄 

소， 일산화탄소 등의 비응축성 기체가 생성되며 용융된 콘크리트는 용융물과 혼합 

되게 된다. CCI 모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현상은 노심용융물로 

부터 콘크리트와 격납용기로의 열전달， 콘크리트 내부에서의 열전달과 침식현상， 용 

융물내부에서의 각질층 생성 응고 화학반응 콘크리트 용융물 첨가에 따른 조성변 

화， 상부 냉각수로의 열전탈 등이다. 

2. 물리적 모델 

가.가정 

본 모벨에서는 콘크리트의 침식속도와 이에 따른 기체생성을 계산하게 된다 

그림 3.3-1 에 침식과정이 나타나있으며， 개략적인 모델이 그림 3.3-2에 나타나있다. 

용융물은 하부 바닦과 측면 벽면과 접촉하게 되며， 상부의 하나 또는 두 개의 벽으 

로 복사열전달을 하게 되며 대기로는 대류열전달을 통해 열이 전달되게 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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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댈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상변화와 흡열반응에 사용되는 열 에너지는 모두 하나의 1) 콘크리트의 

열로 취급한다 

르
 

E 포
 

일차원적인 

있으며，내부의 

노드들에 대하여 약 15개의 

대하여 온도분포는 기본적으로 침식방향에 

외부의 노드들은 작게 

나누어져 있다. 

2) 열침원의 

가지게 노드들은 

.Q. 
'--

나누어져 

이들 

된다 

상대적으로 크게 

도 분포점을 부여하게 된다 

3) 용융물은 균질의 

조성과 같다. 

관게식을 사용한다. 

혼합물이다. 

4) 용융물의 각질층은 기본적으로 용융상태의 

5) 열전달과 수위 변화에 대해 정상상태 

6) 화학반응응 평 형 모델로 모사한다. 

여으소으 
c.. 11 ï 2. 

사용한다. 

용융물로부터 콘크리트로 전달되는 

방정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을 

측면과 하부의 각질층으로 전달되는 대류 열전 

의해 결정된다. 준 평형상태에서 관계식은 

나. 콘크리트 열전달과 침식 

내부의 

HTWALL 서브루틴에 제공해서 열전도 

이때 주어지는 열유속은 용융물에서 

량과 각칠층에서 생성되는 열에 

포
 덮

 
온
 

콘크리트 

다 달 

음과 같다. 

(}a= hi T F- T F. m) + Q,Xcd 

Qs= hs{ T F - T F • m ) + Q.xcs 

/'‘ 
T hs는 hd와 열유속 [ ~m2] ， 측면방향으로의 수직방향과 는

 

… 
ι
 

Qd와 위에서 

은
 

m F 
T 

온도 [K], 노심용융물의 TF는 계수 [ ~m2/K]， 열전달 측면방향의 직과 

Xcs는 바닥과 측면의 

。

"0 

Xcd와 

노심용융물이 점점 식어서 고화되게 

그립 3.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융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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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 ~m3]， 

각질 두께 [m]를 나타낸다. 

대류열전달 계수는 점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되면 점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열생성 체적 Qvτ 녹는점 [K], 용융물의 



산화물 (SiO:! ， CaO , MgO , 

구해진다. 

콘크리트 산화물 (U02， ZrO:!)과 

준-이 진 (Pseudo binary) 혼합물로 

노심용융물의 -,-, 님 。- 。
J.!..l:C ~즈 τ二r

。~
Ú Jl... 간주한 그래프에서 AbO:l, 등)의 

분율은 온도에 의해 결 열전달에 의해 온도는 용융물로부터의 결국 이 데 결정되는 

이루어지게 

뒤에는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사라지게 

열전달계수는 용융물 응고분율의 함수이며 다음과 같은 함수로 

대류열전달이 

된다. 

최대의 액상이라면 100% 만약 용융물이 

응고된 

정되게 

되며，완전히 

측면 혹은 하부로의 

된다. 

있다. 서 나타낼 수 

h=ho(l -/s)n 

M m 
1,000 -대략 열전달계수로서 일반적인 h。는 응고분율， 느

 
L 

f 

시
 

식에서 위 

계수를 열전달 다른 서로 대해 반경방향에 ~:3l UJ- ~l: :il~ I '"4 ~ô ~cr ..J.O-r 가진다. 값을 H!m2/K의 

값은 해당하는 지수에 방정식의 된다. 되며， 이는 사용자가 지정하게 

값이 사용된다. 

지정하게 

수직 된다. 의해 정해지게 계수와 지수는 실험에 이들 1-3 λ} 이 의 

다 방향이 또한 두 침식속도 콘크리트 때문에 다르기 열전달이 방향과 반경방향의 

된다. 르게 

다. 용융물 풀과 각질층 

대한 질량 

조성은 TDEBRI 서브루턴에 

구성요소에 가지의 

이
카
 

여
 
물
 

g 

융
 

약
 
용
 

드
〈
)
 

이
카
 

。
날
 불
 

브ι
 
옵u
 

체
 

용
 

얘
기
 시
D
 

노
 

도
 

오L
 

표시되며 하나로 에너지는 용융물 

된다. 계산하게 보존식을 

산화물 산화물 (U02， Zr02)과 

준 이진 (Pseudo binary) 흔합물로 간주된다. 

콘크리트 산화 용융물은 계산된다. 서 

열침원들이 나타나 있다. 만약 콘크리트가 녹 

콘크리트 용융물은 즉각 용융물에 혼합된다는 

(Si02, CaO , MgO , AbO:l, 등)의 

그림 3.3-2에 용융물 품과 주위 의 

되면 가해지게 여 。 소。1 
2.ìT-=ï ~1 

01 즈二 
λλ L一

/ι 

←「
。

) 

E즈 

생성되는 기 벽에서 바닦 혹은 측변 된다. 계산하게 변화를 따른 시간에 가정하에 

생성된 바닦에서 때
 
” 이 된다. 거치게 화학반응을 포함되어 용융물에 체들은 일단 

중 용융물로 들어가 

은
 

체
 
불
 

기
 

융
 

용
 

시
D
 

노
 

생성된 되며，측면에서 

기체가 포함된 

포함되게 

사용자가 정하게 된다. 

기체틀은 모두 용융물에 

표면이 부풀게 되 

반응 또한， 이러한 방출 기체들은 용융물과는 화학적 

을 하지만 각질층과는 아무 반응없이 상부로 배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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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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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반경방향과 수직방향의 각질층 두께가 다른 것 

은 두 방향에 있어서 대류열전달 계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부의 각질층은 에너 

지가 상부의 구조물로 복사 전달되거나 상부 기체로 대류전달 되기 때문에 용융물 

풀과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각질층 내부에서도 붕괴열과 화학반응에 의한 열이 

생성되기 때문에 상부와 하부 측면에 생성된 각질층 내부의 온도분포는 포물선분포 

라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하부 각질층 내부의 온도분포는 정상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그림 3.3-4). 

T-TI X \2 

TF.m-T; \ Xc} 

위에서 TF• m은 노심용융물 혼합물의 녹는점 T;는 각질층과 콘크리트 접촉면의 

온도이다. 접촉면의 온도는 콘크리트 온도와 같다고 가정되었다. 열전도에 의해 

내부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이 충분히 제거될 정도로 앓은 각질층에 있어서는 포물선 

형식의 온도분포가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된다. 위의 계산에 있어서， 각질층 

과 용융물 풀 사이의 경계면 온도는 혼합물의 녹는점으로 가정되었다. 

노심용융물 풀이 상당히 깊어서 내부에서 생성되는 열이 전도에 의해 충분히 제 

거되지 못하는 경우 중심 부근이 용융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중심부에서 각질층 

으로 전달되는 대류열전달 양은 앞에서 언급한 대류 열전달 관계식에 의해 계산된 

다. 각질층 외부로 전달되는 열은 다음과 같은 전도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 dT\ 
q=-Rf-값 ) x=x 

위 식에서 열전달 양은 다음과 같은 포물선 온도분포에 의해 계산된 값이 사용 

된다. 

dT\ 
-kFπ표t=x， = 2kF( T F, m- T ,.)/xc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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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3k F( T c - T ,)! x c 

위에서 Tc는 각칠층의 평균온도이며， 노심용융물 
n 
걷E 전체가 응고된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계산과정이 측면에 생성된 각질층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상부 각질층에서 상부 구조물로 복사 열전달 되는 양과 상부 공기로 대류열전달 

되는 양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q= [1!C1!ci+ l/cω - 1)]0'( 염 - 'rt,) + hi T i - T g ) 

위 식에서 Ci는 각질층과 공기 경계면의 복사율이고 Cw와 Tw는 콘크리트의 효L -, 

사율과 온도이다. 6는 스테판-볼츠만 상수， Tg는 공기 온도， hg는 각질층과 공기 

사이의 대류열전달 계수이다. 각 시칸에 따라 위 두식을 사용하여 각질층의 경계 

면 온도를 계산하게 된다. 

용융상태의 풀과 각질층을 포함한 전체 노섬용융물층의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전달， 용융물 풀 

열은 핵분열 생성물 

분해시에 발생되는 

열에서 외부로 전달된 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 이때 

열은 콘크리트로의 열전달， 노섬용융물에 혼합되는 콘크리트로의 

을 통과하는 기체로 전달되는 열 등이다. 내부에서 생성되는 

생성된 

에 의한 붕괴열과 노심용융물에 포함된 금속 성분이 콘크리트 

수증기，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산화될 때 생성되는 산화열 등이다 

라 화학 반응 

콘크리트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배출 기체와 노심용융물이 화학적으로 반응하 

면서 가연성 기체인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생성되게 되며， 노섬용융물 내부의 핵분 

열생성물이 격납용기 대기로 확산되게 된다. 모든 산화반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을 수행하게 된다 

평형하다는 가정하에 모든 금속들의 반응상수를 부여하여 계산 

주요 금속 성분들의 반응 식과 반응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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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 2H20 • Zκ)2+ 2H2 L1H=+3.09E+81/kg. mol H20 

Zr + CO2• Zγ02+ C L1H= + 7 .05E+ 81/ kg. mol CO2 

상황에 따라 Zr은 Sr02와도 반응하게 되는데 이 경우 탄소가 생성되는 대신 일 

산화탄소가 생성되게 된다. 

만약 탄소가 생성되었다면 Zr이 모두 산화된 이후 산화되면서 다음과 같이 일산 

화탄소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C + H20 • CO + H2 L1H=- 1.31E+8 l/kg. mol H20 

C+ CO2 • 2CO L1H=- 1.74E+8 l/kg. mol CO2 

제어봉 물질인 크롬의 산화형태는 다음과 같다. 

2Cr + 3H20 • Cr203 + 3H2 L1H=+ 1.OE+8 l/kg. mol H20 

2Cr + 3C02 > Cγ203 + 3CO L1H=+O.8E+8 l/kg. mol CO2 

마지막으로 철의 산화 형태는 다음과 같다. 

Fe + H20 • kl FeO + H2 L1H=+2.66E+5 l/kg. mol H20 

Fe + CO2 • lt2 FeO + CO L1H= - 3. 776E+ 5 1/ kg. mol CO2 

위에서 k1과 k2는 평형상수로서 온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k1 이 약 1.0 정 

도이고， 한가 약 10.0 정도이다. 

마. 노섬용융물 응고 

격납용기 내부에 노심용융물이 축적된 곳에 대한 계산은 DECOMP 모률에서 계 

산하게 된다. 쌓여있는 노섬용융물의 평균 온도를 알고 상부， 하부， 측면의 각질층 

(응고된 노심용융물)의 두께를 알면 모든 지점에서의 조건을 계산할 수 있다. 각질 

층이 두꺼워지거나 앓아지는 것은 용융물 층에서 각질층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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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붕괴열， 각질층에서 

계산이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내부에서 지츠 
E 。 외부로 전달되는 에너지들의 균형으로 

LJ crust 

X;, PÙ 

rh(TF-T/, m)+q ,X c- 2kF(T줬 - T i
) h(TF - T/， m)+q ，Xc-~ 

l 느 1'-- 각각 

l:x,p ,L i 

질량분율， 밀도， 용융열이고， qvτ 단위 체적당 붕괴열이다. 

결과적으로， 각질층이 너무 두꺼워서 중심의 용융부에서 전달되는 열과 자체에서 

생성되는 붕괴열을 외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질층이 용융되어 다시 앓아지 

게 된다. 반대로， 각질층이 너무 앓아서 내부에서 전달되는 열과 자체 생성되는 붕 

괴열 이상의 열을 외부로 전달할 경우 용융물이 응고되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게 

된다. 

완전히 응고된 이후에도 용융물에서 계산했던 것과 방식으로 계 용융물이 

산하게 된다. 이 경우， 각질층의 두께가 용융물 풀 깊이의 

같으 

절반이 

온도는 미지수로 남게 된다. 이 경우 각질층의 온도 분포는 포물선 

되며，용융물의 

분포를 가지게 

되며， 경계변의 온도는 각질층 평균옹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용융물이 

일하게 

완전히 

수행된다. 

응고된 이후 측면부의 온도계산은 하부 각질층 용도 계산과 동 

다만 전도율은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용융불과 마찬가지 

로 각질층과 콘크리트 경계면의 온도가 콘크리트 용융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콘크리트 용발속도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용융물이 완전히 응고된 이후에도 콘 

크리트의 용발이 계속될 수 있으며， 설제로 계산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바. 냉각수의 。j 효f 
。 。

된다. 

경우 용융물 풀에서 빠져나가는 열유속은 

이 경우， 몇 가지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제약조건은 냉각수 유입량 조건이다. 증발되어 

별도의 냉각수가 있는 

계산하게 된다 

상부에 용융물 

모율(PLSTM)에 서 계산 

없어지는 

냉각수 양과 유입되는 냉각수 양을 고려하여 용융물 상부에 냉각수 존재 유무를 판 

단하게 된다. 용융불 상부 각질층을 통해 빠져나오는 열에 의해 증발되는 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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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경우， 물 양에 따라 두 가지 

된다. 수위가 수력학적인 안정성을 가질 

개의 작은 물방울 형태로 갈라져서 각질층위 

의해 용융물의 열이 전달되게 된다. 반변 

경우에는 각질층 상부에 증기막이 형성되 

보이게 된다.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유속은 다음과 같이 

경우 냉각수 양이 증가하게 

다른 열전달 양상을 보이게 

두께가 않되면， 냉각수가 여러 

떠다니게 되며， 이 경우 대류/복사에 

에， 수위가 안정성을 가질 정도로 충분한 

어 안정된 막비둥(Film Boiling) 현상을 

작은 물방울들이 떠 다니는 경우에는 

표현된다. 

유입될 

서로 

물이 의 

정도의 

의
 

도
 

처
。
 
르E
 

μ 3.7 4y ga( Pf- Pg) 
gd- ~ 

양은 다음과 같다. 경우 전달되는 열유속의 

q~= 3. 7hfgV고g 4{ga( Pf- Pg) 

이 

。LQ..
E프 ” 전달되는 막비등 의해 또한， 안정된 막비등이 발생할 경우 대류와 복사에 

속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된다. 

d싸 = h/b( T i - T sat) + ê a( n - T!at) 

안정성을 풀의 만약 열유속이 수력학적 불안정성을 유도하기에는 작고， 용융물 

유지하기에는 클 경우 위와 같은 막비등 상관식이 사용된다 

냉각수가 용융물 풀을 충분히 덮고， 표면 온도가 충분히 낮으며， 열유속이 막비 

등을 일으키기에는 작을 경우 임계열유속에 해당하는 열유속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Kutateladze의 엄계열유속 상관식이 사용되며， 식은 다음과 같다. 

따 = O.14hfgV고~ 4y ga( Pf- Pg) 

위와 같은 까지 때 포화온도 이하로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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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다. 열유속이 유지되며， 이러한 거동은 그림 3.3-5에 

같이 주어 다음과 도
 

온
 

용융물 경계변의 각질층 겨 。 λl-.!:! 
。 T ， '6T 유입될 냉각수가 

진다 

2kF (TF , m- Ti) /xc= qst 

결정되면， 열유속이 전달되는 냉각수로 일단 증발율이다. 냉각수 l一
qstτ 위에서 

된다. 반복계산하게 계산하기 위해 상부 각질층 표면 온도를 

현황 연구 제 4 절 MCCI 관련 

연구 l. 현상학적 

r그 

걷E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증기와 비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콘크리트이고 다른 하나는 현무질 

。f으 
" '-

포함된 콘크리트에 

이때 

콘크리트가 가열되면서 노심용융물-콘크리트 

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방출되는 흡열반응이다. 

응축성 기체에 의해 격납용기가 가압되게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석회질 

콘크리트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양에 의해 

된다. 

상호반응은 

두 종류의 

콘크리트이다. 

결합되어 

니l 에 

경우 질량비 

약 1.5 %가 이산화탄소이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이산화탄소의 

석회질 

콘크리트의 

결정된다. 있는 이산화탄소의 

약 20 %가 이산화탄소이며， 현무칠 

때의 잠열을 

rl 。
'6 T 로 

콘크리트가 현무질 석회질 

크다. 

보면 

잠열이 더 

이상이 되면 

많아서 

콘크리트가 용융될 

비해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콘크리트 

다. 

않은 자유상 결합되어있지 분자상태로 온도가 약 212 OF 

포
 

안에 그 있다변 노심용융물이 때，상부에 

수소를 발생시키게 

이 된다. 나오게 증발되어 

산화시키면서 

물이 태의 

콘크리트 분해된 일반적으로 된다. 二lζ뇨.9-
p ‘-, "프 함된 

분해된 

증기가 되어 나오게 된다. 

물은 온도가 약 700 oF 이상이 되어야 분해되어 

없다면 노섬용융물이 나타났다. 

물이 

것으로 

약 2%에 해당하는 자유 상태의 

약 0.22 %가 수소가 되는 

콘크리트 질량의 

콘크리트에 

무게의 

결합된 화학적으로 

시작한다. 무게의 

콘크리트 온 

콘크리트 

r'I 。
‘~T 

분해된 

없는 

마찬가지로 

노섬용융물이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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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수소가 발생하게 

상태에 자유 

는
 

되
 

정도 

방출되기 

약 0.3 % 



도가 700 oF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합상태의 물은 증기로 방출되지 않 

는다. 

노섬용융물-콘크리트 반응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기와 이산화탄소 이외 

에 격납용기 가압에 기여하는 요소가 더 있다. 즉 냉각수가 노심용융물과 반응하 

여 노심용융물 내의 금속이 산화되면서 방출되는 화학에너지이다. 이 화학에너지 

가 붕괴열에 더해져서 냉각수의 증발을 유도하여 격납용기를 가압하게 된다. 

중대사고시 노심이 용융되어 원자로용기 하부혜드로 재배치된 이후 냉각에 실패 

하게 되면 노심용융물이 공동으로 떨이지게 되며 이 때 공동에 존재하는 냉각수와 

반응하거나， 구조물(대부분 콘크리트)과 접촉하게 된다. CCI 초기에는 노심용융물 

의 초기 온도， 즉 초기 에너지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노섬용융물과 콘크리 

트의 경계면에서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지면서 콘크리트가 용해되어 노심 

용융물에 혼합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방사능을 띄거나 띄지 않은 비응축성 기체들 

이 생성되게 된다. 이들 기체들 중 일부는 노섬용융물 내부에 있는 금속 성분을 

산화시키면서 산화열을 발생시켜서 노심용융물의 열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연성 비응축성 기체가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노심용융사고의 영향을 평가할 때 CCI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평가해야 

할 세 가지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공동 바닦이 관통되는 시간 

- CCI에 의해 생성된 기체들이 격납용기 압력과 옹도에 미치는 영향 

- CCI가 선원항에 미치는 영향 

CCI가 위 세 가지 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발전소의 설계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원자로공동의 구조와 콘크리트에 사용된 골재의 종류에 의해 많이 달라 

질 수 있게 된다. 

원자로공동의 구조에 따라서 냉각수가 노심용융물 재배치 이전에 존재하거나 존 

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섬용융물이 퍼지기에 충분한 면적을 가지거나 그렇지 못 

할수도 있다. 

노심용융물이 퍼지는 것은 원자로 공동에 냉각수가 없을 경우 가능하게 된다. 

즉， 공동에 냉각수가 노섬용융물 낙하 이전에 존재할 경우 대형 증기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심용융물이 닥하한 이후 냉각수가 유입될 경우， 냉각수와 

노심용융물이 각질층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냉각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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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가 충분해서 경우에는 또， 어떤 

증발해서 

수도 있다. 냉각될 완전히 냉각되어 서서히 

낮 비교적 경우에는 없어진 응고되었으나 냉각수가 완전히 노섬용융물이 

CCI가 계속 

증기폭발 

곳곳으로 퍼지 

었다. 또한， 냉각수가 후에 유입되더라도 대형 

있으며， 이 경우 노섬용융물 파편들이 격납용기 

가열되면서 다시 의해 붕괴열에 노심용융물이 

있을 수 

응고된 있던 

경우도 

온도에 

진행되는 

。

」

발생할 가능성이 

된다. 

이 

게 

석회 

기체 

콘크리트에 사용된 자재 즉 콘크리트 성분이 CCI에 미치는 

콘크리트의 경우， 석회석 콘크리트가 배출하는 비응축성 

많은 반면， 침 식 속도는 규소가 조금 떠 빠르다 

영향은 크다. 

콘크리트와 

비해 훨씬 

규소 

에
 

소
 

규
 

석
 
가
 

영 역(후기)으로 저온 영 역(초기)과 고온 보통 때 구분할 현상을 물리적 CCI의 

나눈다. 

있으며， 조성 

전달되는 열유속이 크며， 이에 

이 영역에서 수행된 대표적인 

금속 지르코늄이 없다면 초기 고온 상태는 열마 지속되지 

러나， 금속 지르코늄 함량이 많은 경우， 콘크리트 분해 기체와 지르코늄이 

산화되면서 많은 산화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고온 상태가 상당시간 지속될 

즉， 이러한 초기 고온 상태는 금속성분이 모두 산화될 때까지 유지되며 

점차 온도가 떨어지게 

기간동안 노 기간이며，이 

균질한 혼합물이다. 

직후의 재배치된 공동으로 노섬용융물이 여여으 
。-， '---τ1 !L • L 

또한. 온도 또한 완전한 용융상태에 심용융묻은 

따른 콘크리트 침식속도 콘크리트로 

실험은 

가 높기 때문에 

용
 

시
D
 

노
 
다
 

약
 1 

만
 
1
τ
 그 

반응해서 

수 있 

실험이다 BETA 가 빠르다. 

내부에 。
τ
 
u 

이후에 다. 

되면， 금속성분과 산화성분이 

침식속도가 상당히 

되며， 콘크리트 침식은 화학반응이 아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들 

된다. 
」

'---

된다. 

기체 생성량도 

의해 

코드와 

리되어 존재하게 

되며，비응축성 

직접적인 

여러 

응고되게 용융물이 대부분의 떨어져서 온도가 

느려지게 콘크리트 조건에서는 이러한 

감소하게 많이 

열전달에 닌 

다 분석하면 비교 결과들을 계산 가지 

음과 같다. 

2. System 80+ 해 석 

사용하 MAAP 코드를 해석이 상호반응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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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용융물 콘크리트 대한 

수행되었으며 

System 80+ 에 

여 



기-. SBO 

시스템 설계상 캐비티에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 

러나， 이러한 조건 하에 노심용융물이 캐비티로 방출될 경우에는 노심용융물-콘크 

리트 반응을 완화할 수 없어서 콘크리트 침식이 계속 진행되며， 결국 격납용기 외 

부의 토양과 함께 유리화 되거나 안전주입펌프 격리실이 관통되게 된다. MAAP 코 

드를 사용한 해석 결과 캐비티에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5 ft의 캐비티 바닥 

을 관통하는 데는 약 200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방향으로의 관통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실험의 경우 노심용융물이 콘크리트를 침식하 

는 반경방향 침식속도는 축방향 침식속도의 약 20-50 %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반경방향 침식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안전주입 펌프실로 노 

심용융물이 진입하는 시간이 100 시간 이상 더 늦춰질 수 있다. 또한， 실제 실험에 

있어서 반경방향 침식속도가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해서 정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안전주입 펌프실로 노심용융물이 침투해서 반경방향 관통을 일으킬 확률은 무 

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고시 캐비티 침수 계통이 작동하지 않아 장기적인 용융물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격납용기 과압에 대한 해석 결과 노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에 의한 

과압으로 인한 격납용기 파손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Large LOCA 

캐비티 침수 계통이 작동되어 캐비티에 냉각수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노섬용 

융물이 콘크리트를 침식하는 두께는 0.25 ft로 아주 작았다. 그러나，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증기에 의해 격납용기 압력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원 

자로용기 파손0.7시 간) 이후 약 60 시 간이 되 었을 때 최 대 압력 인 156 psia를 기 록 

했다. 

운전원의 설수로 캐비티 침수 계통이 작동되지 않아 캐비티에 냉각수가 거의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 사고시작 80 시간 후 침식 깊이는 약 100 inch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80 시간 후 격납용기 압력은 캐비티에 남아있던 냉각수의 증발로 인 

해 약 68 psia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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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mall LOCA 

침수를 수행할 경우 

그러나， 캐비티 침수를 수행 

것으로 나타났다. 

캐비티 발생한다. 

48 시간 동안 콘크리트 침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을 경 우 48 시 간 후 약 7 ft 침 식 되 는 

파손이 사고시작 3.2 시간 후 원자로용기 

3. AP600 해석 

결과 가. MAAP 해석 

방출된 노섬용 경우 24 시간 이후 시점에서 

원자로용기 

전체가 파손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의한 캐비티 침식은 약 101_ JOL 01 
I l!.... ~I 아래 결과 계산한 바닥 

침식은 약 0.35 m 

이기 때문에 

;;"<1λ1 .9... 
0--';:::즈 융물에 

캐비티 AP600의 나타났다. 것으로 정도인 부분의 1.2 m , 주변 

바닥 두께가 0.7 m 
ι.-

의한 용융 관통이 발생할 

존재하기 때문에 

바닥침식에 격납용기의 

상부에는 격납 노섬용융물이 나타났지만，관통부 

직접적인 

것으로 있을 

원자로 그리고 예상된다. 것으로 없을 접촉은 대기의 용기 대기와 외부 

용기 하부헤드의 

산되었다. 

초기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계 

상호반응에 

격납용 

파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 원자로용기 파손 24시 간 

나타났다. 그리고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24 시간후 

일부가 파손된 

노섬용융물-콘크리트 0.15 MPa로 압력을 격납용기 

격납용기 송 ,-가압을 MAAP4로 

것으로 

의한 

기 압력이 0.275 MPa 정도인 

모드에 상관없이 원자로용기 

의한 격납용기 과압은 

상호반응에 

설계압력에 

위협은 심각하지 

」 λ1 ..R.Q...!i!-_죠1.:::구 ;:y] E 
그二 n 연;-Cf"돋f- 'L二Lι1= 

약 0.1 MPa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격납용기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에 의한 격납용기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파손 
A. 

{ 

'-

나. AP600 FSER 자료 

있다. NRC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SECY -93-087에 서 

바닥 면적이 제공되어 충분한 캐비티 느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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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킬 퍼짐을 노심용융물의 

야 한다. 



- 노섬용융물의 냉각을 위하여 캐비티을 침수시키는 기능이 저l 공되어야 한다. 

- 필요시 격납용기 Liner 와 다른 구조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 약 24시간동안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으로 인한 최적 추정 상태 (압력 

과 온도)가 철제 격납용기인 경우 ASME Service Level C를 넘지 않거나， 콘 

크리트 격납용기인 경우 Factored Load Category를 념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격납용기는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시 

갖추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위한 여유도를 

AP600의 경우 공동 침수계통과 일차계통 감압을 통한 외벽냉각을 통해 원자로 

그러나， 

같은 설계 

용기 파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 

SECY -93-087과 EPRI URD를 만족하기 위해서 CCI에 대비한 다음과 

사항을 적용했다. 

- 노심용융물의 퍼짐을 일으킬 수 있는 바닥 면적 

- 노심용융물을 침수시키고 장기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공동 침수 계통 

- 격납용기 벽면을 보호할 수 있는 0.85 m 이상의 콘크리트 보호층과 라이너 하 

부의 1.8 m 이상의 콘크리트 보강층 

있다. 이 [二

T 개의 켜 λ1 。’ Eτ= 
RCDT가 있는 격실이다. 

비슷하다. 5ft 너비의 터 

원자로공동은 두 개의 서로 연결된 격실로 구성되어 

원자로용기 바로 아래의 팔각형 모양의 격실과 썽프와 

두 개를 합친 면적은 약 48 m2이고 각각의 면적이 거의 

널과 3 ft 너비의 환기구가 이 두 개의 격실을 연결해 준다. 

로서 EPRI URD의 0.02 단위 열출력당 공동 바닥 면적은 0.025 m2/MW1h 

m2/MWth를 만족한다. EPRI URD에서는 현재 운전중에 

출력밀도를 고려하여 10“의 노심용융물 두께를 가정하여 

있는 

면적을 

나， AP600의 경우 노심출력밀도가 이들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전형적인 발전소의 

계산하였다. 그러 

냉각가능한 두께가 

10" 이상이 될 것이다. NRC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AP600의 공동 바닥 

각을 

다. 

향상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냉각을 보장하지는 

면적이 냉 

입장이 못한다는 

NRC에서는 EPRI에서 제안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계산한 결과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사용하였다.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 사에서 NRC의 요구에 의해 CCI에 대한 결정론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두 가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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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적인 

관점에서의 



따라 부분 

는
 

를
 
지
 

레
 

어
 

둠
}
 떠
E
 

끝나는 부분에서 반구부분이 - Hinged Failure: 원자로용기 의 

적인 파손이 발생하여 원자로용기 모 

계 

판손 

조금씩 

전체가 아래로 

노심용융물이 발생하여 

하부헤드 

파손이 부분적인 

1:: 

파손: 원자로용기에 

속해서 

B 님 
， τr 

방출되는 파손 모드 

수행했다. 계산을 사용한 코
 

THIRMAL 대해서 모드에 가지 c , 같은 이와 

냉 

것을 

않았으며， 부분 파손 모드에서는 

냉각수와 접촉하여 반응하는 

냉각수를 고려하지 

도중에 

Hinged Failure 모 드 에 서 는 

노섬용융물이 낙하다는 각수를 고려하여 

모사하였다. 

코 MELTSPREAD 위해 

노심용융물이 

것을 모사하기 

대해서 

퍼져나가는 바닥을 

결과 두 가지 

동
 

노심용융물이 

。L
1효 퍼지지 二i1.. ~2

2:$, 모드에 해석 

얻었다. 

드를 사용했다. 

쌓이게 

금속 용융물이 

되 부분에는 산화용융물이 

면적에 걸쳐서 

아래 바로 원자로용기 결과를 

두꺼운 용융물 층을 

다는 
」

1 • 

비 

。1
Aλ 

Hinged Failure 모 드 의 경 

있게 되어 최종 상태에 있어서 

노섬용융물이 

거의 

붕괴열을 포함하고 

없음)은 열원이 즉， 금속 용융물(내부에 

반면， 산화 용융물(대부분의 

국부적으로 쌓이게 된다. 

노섬용융물이 용융상태로 

그 주위로 되고 

된다. 

이루게 

퍼져나가게 

교적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가는 

음)은 원자로용기 바로 아래에 

우 냉각수가 없기 때문에 

균일한 퍼짐 

바닥으로 

어 

二l 프ε 
。 。

。~

Ú J.!.. 경우에는 현상을 보였으나， 부분 파손의 

쌓이는 형태가 지속되었다. 

비교적 
」

'-

부분에 아래 원자로용기 되어서 

CCI 계산을 수행 입력하여 계산결과를 MAAP4 코드에 MELTSPREAD 코드의 

일반적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했다. 

현무암 콘 

재질인 

작고 

콘크리트 

소요되었으며 

노심손상 이후 3일만 

켜 
。

/ι , 

침식량이 

석회석 

이르는 데 11 일이 

콘크리트의 

콘크리트와 현무암 콘크리트를 

콘크리트가 비응축성기체 

생성은 

석회석 하였다. 

반면 생성이 많은 으로 석회석 

많다 작지만 침식량이 크리트는 비응축성기체 

노심 손상 이 후 Service Level C (90 psig) 에 

현무암 

。

기→ 

rl 。
'0 , 바닥관통이 발생했다. 

발생했으며 수일 

일이 

에 바닥관통이 

지나서 

파 두 가지 초과하였다. Service Level C를 후에 

;<.1 
p 모두 원자로용기 바로 아래부분의 대한 해석에서 콘크리트에 손 모드와 두 가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 

。1
λA 

이에 

내부에 

걸리는 시간은 

콘크리트 나타났지만 

관통하는데 

것으로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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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 어려운 

아래에 -
증
 

콘크리트 

관통이 

라 이 너 (0,847 m의 

바닥 격납용기 

」

'-



현무암 콘크리트의 경우 노심 손상 후 7-9시간 후 라이너가 관 

콘크리트의 경우 15-17 시간 후 관통되었다. 모든 경우에 

λl초ι 느: 
o I 

짧다. 

석회석 

비해 상당히 

있어 

방출은 있어서 직접적인 핵분열생성물의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기 위해서는 

핵분열 

높이 보다 라이너 

통되었으며 

노심용융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 

격 

생성물이 라 

하에， 

맞추어서 보고 

때문에 다량의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시간에 더욱 

그리고，환경으로 

이동해야 하기 납용기 반경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너와 콘크리트 사이를 통해서 

바닥 관통 시간 보다 라이너 

이러한 배경 방출될 

썽프에서의 

썽프 주위의 

수 있는 것 

쌓여서 

유입되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썽프로 노심용융물이 유입되는 것은 방지될 

경우 55.9 cm 높이로 

그러나， 이 경우 

않은 것들이다. 

차이가 나지 

의하면 

25.4 cm에 이르는 

때문에 

그 러 나， Hinged Failure 모 드 의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유하지 

노심 

턱 

흐처으 
0 2. 파손 

님 !;!.A~ 01 
.-τr 낙 'i.! 

NRC에서는 

MELTSPREAD 계 산에 

깊이가 

높기 

있다. 

용융물 최대 

높이가 이보다 

썽프 으로 나타났다. 

로 노심용융물이 

물의 대부분이 금속 

콘크리트 두께(라이너 

섬프의 관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혜스팅하우스 사의 

융
 
의
 

용
 
프
 

썽
 

또한 

않기 때문에 

붕괴열을 

두께 )가 0.82 m로서 

용융물로서 

까지의 

다 

크게 

대해서 NRC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혔다. 

판단에 

m 

노 

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 AP600의 경우 원자로용기 파손 확률이 

% 가 되지 않음. 

- 금속층과 산화층이 역전되거나 앓은 금속층이 형성되는 등 특이한 형상의 

심용융물 층이 형성되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원자로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 웨스팅하우스 사에서 해석에 사용한 가정보다 작은 양의 

노심용융물이 방출될 것으로 판단됨. 

- AP600 설계에는 공동 바닥에 배관이 

확률로서 대한 조건부 노섬손상에 

핵분열생성물 잠재적인 않아서 존재하지 

통로가 없음. 

NRC에서는 MELCOR를 사용하여 바닥이 침식되는 정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였 

다. NRC 해석에 의하면 균일한 퍼짐을 가정했을 때 원자로용기 파손 후 9시간 동 

안 현무암 콘크리트가 0.52 m , 석회석 콘크리트가 0.21 m 침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바로 아래 격설을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에도 석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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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의 침식이 0.34 m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왜스팅하우스 사에 

서 해석한 것에 비해 침식 깊이가 얄은 것으나 나타났으며， 그 윈인은 다음과 같다. 

- MELCOR에서는 노심용융물을 균질의 혼합물로 가정하기 때문에 산화물과 금 

속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경우에 비해 열생성밀도가 작다. 

- MELCOR의 경우 원자로용기 파손시간이 15 시간으로 MELTSPREAD의 3시 

간에 비해 길어서 붕괴열이 많이 줄었다. 

MAAP 계산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MELCOR 계산을 참고했을 때 노심 

용융 후 며칠동안은 바닥관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웨스팅하우스 

사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적으로 NRC에서는 AP600이 CCI에 대해서 적합한 대응 설비를 가진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SECY -93-087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콘크리트 종류에 상관없이 24시간 이내에 바닥이 관통되거나 Service Level 

C 이상으로 가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4. CSNI Benchmark 연 구 

CSNI의 Benchmark 계산에 고려된 물리적 형상은 그림 3.4-1 에 나타난 것과 같 

으며， 초기 조건은 표 3.4 -1 과 같다. 표 3.4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산을 수행했으 

며， 총 12 회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첫， 4번의 계산(A-1에서 A-4까지)에서는 원자로공동에 냉각수가 전혀 없는 것 

으로 가정하였으며， CCI에만 중점을 두고 계산하였다. 콘크리트 재질은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A-1 과 A-3 시나리오에서는 콘크리트 침식이 방해 없이 계속되는 것 

으로 가정하였으며， A-2와 A-4 시나리오에서는 콘크리트가 1m 가량 침식된 이후 

노심용융물이 공동 바닥에 골고루 퍼져서 초기 직경의 2배까지 퍼지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두 번째(B-1 에서 B-4)와 세 번째 (C-1 에서 C-4) 시리즈는 CCI에 냉각수의 양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계산한 것이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냉각수의 양이 수 

심 1m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냉각수가 고갈되는 시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 번 

째 시리즈에서는 냉각수가 무한정 공급되어서 고갈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모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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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용융물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결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식 깊이와 형태， 그리고 기체 생성량이 

냉각수가 있는 경우， 냉각수 고갈시점과 냉각수 침투 가능성 또한 중요한 결과 

가 될 수 있다. 

냉각수에 경우， 냉각수가 

가능하지 

이 

의해 냉각이 

다. 

요구되는 

였다. 

미국의 CORCON Mod 2 계산， 영국의 INTER UK 계산， 독일의 

산， 스혜덴의 MAAP PWR 1.1 계산， 이탈리아의 CORCON DCMN 계산 등의 

에 의하면， 콘크리트 조성이 다를 경우 침식 속도나 기체 생성량이 달라지게 된다. 

이들 계산 결과에 따르면 규소 콘크리트의 경우 석회석 콘크리트에 비해 빠른 침식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석회석 

비해 많아서 격납용기 압력증가에 

계 

결과 

KAVERN 

속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험 결과와도 

콘크리트의 경우 COz 생성량이 규소 콘크리트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I에 있어서 냉각수의 침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수 

가 충분하여 용융물을 급냉시키기에 충분한 경우， CCI에 의한 기체 생성과 핵분열 

생성물 방출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냉각수가 용융물 틈 사이로 침투할 수 있 

조건에서 냉각수가 틈 사이로 침투할 수 있는지 불확실도가 너 

단정지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석회석 콘크리트의 경우 비응축성기체 

가압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에 냉각수가 있는 

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격납용기 가압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증기 

의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동에 냉각수가 없는 경우가 냉각 

경우에 비해 격납용기 내부 온도가 높은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이 많아서 

경우가 냉각 

는지， 그리고 어떤 

무 크기 때문에 

위의 

격납용기 

u1 
E츠 것으로 나타나서， 격납용기 

생성에 

되
걷
 

는
 
손
 

있
 
파
 

가
 
이
 

수
 
봉
 

제 5 절 원자로 공동 안전성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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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론 개관 

끓
 

-
l 
<T 벼

」
 

요
 

주
 
’ 가

 



자료와 기타 요 건 과 OECD/NEA 등 의 섣계 。 1 ~二
Aλ L • 제안하고 들이 이용국 원자력 

연구의 3차 년도 

침수량， 공동 침수 시기， 공동 바닥재질 

수행한 CCI 민감도 분석 등을 참고했을 

지르코늄과 철의 양，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 

따라 기타 

직/간접적인 。1 ~二
/、À L.

까‘ 
기→ 

Z 
T 
I 

여하으 
。 。냉각 성능에 공동의 원자로 통해서 자료들을 연구 

1->1까_ c 。 τ7 

τ~T 돋王-c 0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프드。 l 
。L!

연구를 통해서 효￡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다. 

때 주요 인자들은 용융물의 

등인 것 

변수들이 추가 

二2-'←
O~ 

동 바닥 면적， 

또한， SNL에서 

초기 온도， 용융물 내부의 

나타났다. 

동
 

내부에서 

즉， 용융물이 온도， 금속 함유량， 용기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불확실도 또한 탈라칠 

때， 운전원 

침수량， 침수 시기， 공동 바닥 재질 

노심용융물 관련 변수들의 

특성에 

중대사고 

따라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 

시점 등은 사고 시나리오에 

조건이 초기 그 현상은 

이외에도 발전소 

원자로공동에서의 

진행되어온 사고 진행 상황에 

파손 

이러한 변수들 

판단된다. 것으로 있을 

으로 

/
T 

도1 
E즈 

원자로용기 

있다. 고 

있다. ι‘ 
T 

면적， 

변수들과 통제할 수 없거나 불확설도 

안전성 평가의 첫 

바닥 도
 
。고

 
。변수들인 있는 건설자가 통제할 수 

등의 

호~..Q.. •, '--흐L 
E프 종합해 

도
 
。고

 
O 

단 동
 

고
 
。것이 작성하는 로

 
「모

 
「큰

 
가
 
계이다 

조사 대한 기초 자료 나. 주요 변수에 

일반적인 영향을 기존 선정한 변수들의 단계로서 번째 c 
T 평가의 안전성 공동의 

미치 변수들이 조사된 위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참고하여 연구들을 의 

충분한 퍼짐을 일으 

다음과 같다. 

공동 바닥 면적: EPRI 사업자 설계요건에서는 노심용융물의 

있는 바닥 면적， 0.02 m2/MWth을 제시하고 있다. 

표명하고 있지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영향을 느
 

L 

며화 
。-，NRC는 대해서 이에 /‘ 

T 킬 

평가 기 설계 동
 

고
 
。9 꺼으 

-L.->:O::. 면적 EPRI 바닥 않기 때문에 한 엽장을 

CCI 등 따른 면적에 따라서， 바닥 

평가를 하는 것이 

판단된다. 것으로 。-l..Q..
Hλ '" 

현상들의 

필요는 설정할 준으로 

것으 바람직할 

OECD에서는 두께가 약 10 cm 이내로 노심용융물이 퍼질 경우 자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EPRI 사업자 설계요건의 

냉각이 

설계 변화를 해석하여 관련 공동 안전성 

로 판단된다. 

계산시 바닥면적 냉각이 적인 

존재한 

필요할 것 

차이점이 

해석이 

c -。
이
 「드

 
。

보
 

해석 

가능한 것으로 

코드 대한 정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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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이에 따라서， 설계평가 시에 

으로 판단된다. 

때
 

이하일 25 cm 에는 

다 



생 성 물 의 Scrubbing 효 

그러나， 

주요 

냉각수 양: 공동을 침수시킬 경우 냉각수에 의한 핵분열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을수록 효과가 증대될 

공동의 안전성 평가 시에는 노섬용융물의 냉각 가능성과 격납용기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Scrubbing 효과는 일단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심의 변화에 따른 대규모 증기 폭발의 경우 그 불확실도가 매우 크고 실제 

산화물을 사용한 증기폭발 실험에서 자발적인 폭발이 발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 또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섬용융물의 

괴열과 산화열 등 생성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하기에 충분한 냉각수의 양이 얼마인 

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중대사고시에 필요량 이상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PRI에서는 처음 1시간 동안 약 

60,000 갤런(약 227톤)의 냉각수가 펼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 

결과 (3차년도 보고서 참조) 적절한 양언 것으로 나타났다. 

붕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성이 

사
 
물
 용

 

시
n
 

노
 
침수의 

AP600과 Loviisa 

정량적으로 

침수 시기: 공동을 침수시키는 데는 

침수와 사후 침수의 두 가지 선택 사양이 

냉각 가능성이 증진되며 증기폭발 가능성도 증가한다. 반면에 사후 

증기폭발 가능성도 줄어들고 냉각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 

등 외벽냉각을 채택한 발전소의 경우는 원자로용기 파손 이전에 냉각수를 원자로용 

기 하부헤드 이상 침수시키기 때문에 사전 침수를 채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Systyem 80+의 경우에도 외벽냉각은 아니지만 원자로용기 파손 이전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냉각수를 채우기 때문에 사전 침수를 채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냉각재상실 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에 있어서 원자로용기 파손 이전에 자연적 

으로 어느정도의 냉각수가 공동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동에 냉각수 

를 주입하는 시점에 따라 냉각 가능성의 변화와 CCI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켜 
U 

기점으로 하여 

rI 。
dT 

원자로용기 파손을 

침수의 사전 있다. 

동
 

고
 
O 

전 

。

T 

의 

기체가 

적은 장단점이 

않지만 설계중 

생성 앓고 

기체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깊이는 콘크리트가 침식 

깊이가 갚고 생성 

재질: 일반적으로 

현무암 콘크리트의 

건설중이거나 운전중인 발전소의 

따른 정량적인 

석회석 

경우 침식 

공동 바닥 

반면 0 1- 。
>-<> τ= 

이 u] 있다. 

것 검토하는 변화를 중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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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재질 경우에는 

필요할 것이다. 

발전소의 이니 

일 



따라 

많기 

온도에 

량이 비석회석 콘크리트의 경우 침식 

온도에 의한 민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때의 콘크리트와 접촉할 온도:노심용융물이 

된다. 차이가 나게 

초기 

많이 

노심용융물 

가
 

도
 

소
 
「

;;;1λ1 
0-' 

노섬용융물 초기 때문에 

켜 
。함유될 

인해 의한 비등으로 

많이 지르코늄이 지르코늄과 철의 

침식이 빨라지며， 온도 상승에 

많아지게 된다. 반면 

발열량이 

二l 죄: 
p -, 

。~l: . 
~ . 그소 

p -, 

발생하여 

내부의 

산화열이 많이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노시용。 D n 연;-"8""걷r 

0 
T 

양이 많을 경우에는 지르코 철의 배출이 ’{ 

-, 

방출 생성물의 되며， 금속 핵분열 

지르코늄의 양이 

줄어들게 느려져서 속도가 늄의 

^]...Q.."，느 프료 승~ 01 
-;2. 1--" E.-, 

二2 __ • 
n 극 때 효츠 

2. 냉각 관점에서 된다. 줄어들게 또한 

많을수록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이 

코드를 사용한 민감도 분석 다. 중대사고 해석 

하
」
 

느
。
 

즉
 
가
 

수
 불
 

벼
」
 

통 있는 설계자가 변경할 수 호은 

민감도 

운전원 중에서 '-" 까
-긴 T 선정한 위에서 

제가 가능한 통제가 수행하였다. 분석을 예시적인 대한 변수에 

계산 따라 시나리오에 양 등은 사고 양， 철 지르코늄 노섬용융물의 초기온도， 금속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는
 

되
 

대한 MAAP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나타났으며 , 80 m 2 까지 는 

그러나， 100 m2의 바닥면적에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으로 50, 80. 

바닥 넓이가 넓어질수록 침 

본격적인 

바닥면적인 62.5 m~를 과
 

@ 면적: 울진 3&4호기의 바닥 공동 

100 m2에 

침식이 발생하는 

본격적으로 침식이 있어서는 

것으로 줄어드는 

같았다. 거의 

가
 

도
 

소
 「

시점이 

식 

시작되는 시점이 상당히 

용량으로도 충분히 소방펌프 하나의 침수시키는 경우 으
 

E 도
 
。공

 
양. 원자로 냉각수 

격납용기 공급해주면 냉각수를 정도의 수 있으며， 약 600톤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시킬 으
 

E 동
 

빨리 

바닥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까、 
--'--

파손 필요한 수위까지 침수시킬 

비해 약 24시간 이상 격납용기 파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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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격납용기 

;ι 。 1 .;，1 츠二 
T 1=i ur;:::-

수 있었으며 

냉각수를 이전에 파손 

늦추어졌다(사후 침수에 

원자로용기 

방펌프 하나로도 외벽냉각에 

시점도 상당히 

결과 시기· 해석 
二;.1/-‘/ö 기一 



2. 원자로 공동 안전성 평가 방법론 

원자로 공동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의 1.에서 언급한 단계들을 거쳐 

야 한다. 즉， 첫 째로 원자로 공동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변수들과 

발전소 특성에 따른 특수 변수들을 도출하고， 둘째로， 이들 변수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서 이 

들 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의 민 

감도 분석 결과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 

을 수행해야 한다. 즉， 변수 선정， 변수에 대한 일반적 경향 파악， 민감도 분석， 불 

확실도 분석을 통해 원자로 공동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안 한다. 

불확실도 분석에 있어서는 운전원 혹은 설계자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한 

사고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 즉 노심용융물의 초기 온도， 금속 지 

르코늄의 양， 금속 철의 양，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붕괴열 수준과 초기 온도에 영향 

을 줌)에 대한 확률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 변수들에 대한 확률론적 분석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PSA)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즉， 1단계 PSA를 통해 나타 

난 노섬손상빈도에 따라 각 사고 시나리오에 확률을 부여하여 각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노심용융물 초기 온도 금속 지르코늄과 철의 양，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을 계 

산하면 이들 변수에 대한 확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노심 손 

상빈도의 30%를 차지하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했을 때 노섬용융물의 초기온 

도가 2500 K가 나왔다면 노심용융물 초기온도가 2500K일 확률이 30%가 되는 것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률론적인 해석을 수행하여 변수들이 불확실도를 파악하게 

되면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울진 3&4호기의 SBO-8 사고 시나리오(전체 노섬손상 빈도의 5.3% 차지)에 대 

해서만 예시적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연적으로 공동이 침수되는 냉각재 

상실 사고를 제외한 사고 시나리오 중 빈도가 높은 사고 중 하나가 SBO-8 시나리 

오이기 때문에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공동에 대한 완전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예시 계산으로 

수행한 SBO-8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과 같은 계산을 많은 수의 사고 시나리 

오에 대해 수행하여 확률론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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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CSNI Bencbmark 계산에 사용된 초기 조건 

구성요소 질 량 (kg) 밀도 (g/CC) 

U02 90,000 10 

Steel: 

Fe = 85 w% 
22,000 6.3 

Cr = 10 w% 

Ni 5 w% 

2r 11 ,000 6.4 

2r02 11 ,000 5.5 

용융물 온도 2533 K 

r.= 

석회석 콘크리 E 규소 콘크리 E 

밀도 2400 kg/m'; 밀도 2400 kg/m.i 

CaC03 80 w% Si02 57 w% 

Ca(OAh 15 w% Alz03 20 w% 

Si02 1 w% Free H20 4 w% 

Free HzO 3 w% CaC03 1 w% 

AlzO:l 1 w% Ca(OA )z 10 w% 

비열 0.996 kJ/kg . K 비열 1.7 kJ/kg . K 

열전도도 1.385 W/m' K 열전도도 1.5 W/m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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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CSNI Benchmark 계산에 사용된 메트릭스 

석회석 콘크리트 규소 콘크리 E 

지속적 관통 용융물 퍼짐 지속적 관통 용융물 퍼짐 

건조상태 A-1 A-2 A-3 A-4 

수섬 1m B-1 B-2 B-3 B-4 

충분한 냉각수 C-1 C-2 C-3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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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LLOCA 사고 시 격납용기 압력과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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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하부 각질층의 가정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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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노심용융물 풀 냉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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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CSNI Benchmark 계산에 사용된 경 계조건과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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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4차년도 연구결과 c> 0 1: 
...LL. --, 

1.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를 통해 수행된 세부 연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용기 내부 및 외부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방안에 대한 개념 정립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IVR 개념) 

• 원자로 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의 적용시 방안의 타당성 평가 

- 원자로용기에 대한 열적 해석 수행 

- 원자로용기에 대한 구조적 해석 수행 

· 가능한 원자로용기 파손 메커니즘 파악 

- 원자로용기의 전반적인 파손 

- 원자로용기의 국부적인 파손 

- 원자로용기 하부 관통부의 파손 

·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방법론 개발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과 관련된 현안 분석 

-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섬용융물에 의한 증기폭발 

- 노섬파펀층의 냉각 가능성 

- 노섬파편층-콘크리트 상호 반응 

· 원자로 공동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안전성 평가 

- 원자로 공동 침수 계통 

- 원자로 공동의 강도 

- 원자로 공동의 바닥 면적 

- 원자로 공동의 재질 

격납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격납용기 과열 빛 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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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용기 내부 및 외부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에 대한 규제요건 설정을 위한 기 

술근거 개발 

표 4.1-1 1차년도 연구내용 요약 

구 1 Hr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 .IVR과 원자로공동의 노심용융물 냉각과 관련된 국 

관련 참고 문헌 수 내외 참고문헌을 수집하고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정 
집·정리·검토 리 국내의 경우 주로 KINS , KAERI, KAIST , 

KEPRI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OECD이EA의 보고서들과 미국의 PSU, UCSB 등의 
대학 연구 기관， EPRI, NRC 등의 자료를 검토， 핀란 
드의 Loviisa 발전소 관련 자료를 검토 . 

.IVR 방안 연구 . IVR과 관련된 해석적/실험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노 
심용융물과 원자로용기 구조물의 물성치를 조사. 고 
온에서의 물성치는 외삽에 의해 구함. 

• 열전달 해석 방법론으로 유한요소 열전달해석을 수 
식화하고 재료의 열변형을 고려하기 위한 탄성이론 
을 유한요소 수식화함. 수식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유 

제 1차년도 
한요소 고로그램 개발함. 

0997.8.1 · 개발된 표로그램을 이용하여 TMI-2 사고에 대해 열 
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하부구조에 출입하는 열유속 

1998.3.31) 과 유입되는 열량을 계산하고 노섬용융물의 초기온 
도와 캡효과의 고려여부에 따른 열전달특성을 파악. 
캡을 고려한 경우는 대칭축의 40。 부분에 열전달이 
집중되고 캡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칭축 부분에서 온 
도 상승. 

· 원자로 공동에서 노심용 · 노심용융물 냉각 가능성과 관련된 건조열유속 데이 
융물 냉각 방안연구 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상관식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상관식을 개발. 새로 개발된 상관 
식은 그 적용범위(압력， 형상， 유체， 유량)가 넓어졌 
으며， 정확도가 개선되었음. 

·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에 · 노심용융물의 퍼짐， 노심용융물 냉각수 상호작용， 건 
대한 개념 정립 조열유속 등에 대한 기초적인 현상학과 관련된 불확 

시근서。드 。으7，:l~ 

- 128 -



구 분 

제2차년도 
(1998.4.1 

1999.3.30 

표 4.1-2 2차년도 연구내용 요약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 원자로용기의 파손 메커 1. 원자로용기 주요 파손 메커니즘들을 파악하고 이를 
니즘 파악 l 문서화 함. INEL에서는 관통튜브의 파괴， 관통튜브의 

. IVR 개념 적용시 냉각 
능력의 타당성을 평가하 
기 위한 원자로용기에 
대한 열적 및 구조적 해 
석 수행 

• 노심용융물 냉각과 관련 
된 현안 분석 

배출， 하부혜드의 전체파괴， 국부파괴 및 분사를 주요 
파손 메커니즘으로 제시 

• 유한요소 극한해석 기법을 도입하여 원자로 하부구조 
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1차년도 
에서 개발한 열전달 해석 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전달 해석으로 구한 온도분 
포를 극한해석에 적용하여 하부구조의 파손여부를 파 
악할 수 있도록 적용.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열 
전달해석을 통해 온도분포를 구하고 구한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열웅력해석과 극한해석을 수행. 극한해석 
수행 후 원자로 하부구조의 붕괴압력과 붕괴모드를 
계산 가능. 

•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MI-2사고에 대한 해 
석 수행. 캡효과를 고려하면 40。 부분에서 파손 가능 
성 나타남. 내압과의 비교시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됨. 캡효과를 고려 
하지 않으면 대칭축 부분에서 파손이 발생. 

• 캡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전도와 전도+복사의 경우를 
고려함. 전도+복사의 경우는 캡이 없는 경우와 전도 
만 고려한 경우의 중간 값을 가짐. 

• 캡이 없는 경우에 대해 원자로 하부구조의 외벽보강 
방안을 최적설계를 통해 고려함.3%의 부가질량 추가 
로 50K이상의 내벽온도 강화와 1.5배 이상의 붕괴압 
력의 증대가 유발됨. 

•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에 재배치되는 노심용융물의 양， 
온도， 재배치 속도 등을 중대사고해석 코드(MAAP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 하였다. 사고 해석시 울진 3,4 

호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PSA 결과 노심 손상에 기 
여하는 빈도가 큰 5개 사고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 
고 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건전성 해 
석의 기초 자료 생산. 이 자료를 바탕으로 3차년도 열 
/구조 해석을 수행. 

·노심파편층의 냉각 가능성과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에 대한 기술 현황을 분석. 노심파펀층의 냉 
각과 관련된 현상학， 연구 현황과 지 금까지 의 연구 결 
과 등을 종합하였으며，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 
응에 관한 기초적인 현상학， 연구 현황， 사고해석 등 
음 기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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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3차년도 

0999.4.1 

2000.3.31) 

표 4.1-3 3차년도 연구내용 요약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1. 원자로용기 구조해석 코드를 개선하여 재개발하였으 
평가 방법론 개발 l 며， MAAP 코드를 사용하여 중대사고 경계조건을 계 

• 원자로 공동에서 재배치 
되는 노심용융물의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도출 

산하고 이 경계조건을 가지고 열 구조 해석을 수행하 
여 붕괴압력을 구하고 구해진 붕괴압력과 가해지는 압 
력을 비교하여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열 구조 해석 코드는 극한해석 코드로서 
MAAP, MELCOR, ABAQUS 등에 적 용된 크 립 모 텔 
과 차별되는 해석 방식 사용. 계산 소요시간은 1/10로 
단축， 상대적인 정확도는 95%이상 유지. 

· 개발된 체계를 이용하여 SGTR-37, LOFW-26, 
SBO-8, SLOCA -9, LLOCA-5의 5가지 중대사고에 대 
해 캡효과를 고려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 
해석에 필요한 초기 및 경계조건은 MAAP4의 해석 
결과를 사용 . 

. SGTR-37, LOFW-26, SBO-8의 고압사고는 금속층과 
의 접촉변에서 파손 발생. SLOCA -9, LLOCA-5의 저 
압사고는 외벽냉각에 의한 내외벽의 높은 온도차이로 
인해 큰 열응력 발생 . 

. MAAP4의 해석결과와 비교 결과， 개발된 코드로 중대 
사고의 파손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자로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전 이용 국가들에서 제한 
하고 있는 설계요건과 OECD!NEA 자료를 검토. 현 
재 노섬용융물 냉각 방안과 관련된 기술 문서들을 검 
토한 결과 원자로공동에서의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공동 바닥 연적， 공동 침수량， 공동 침수 
시기， 공동 바닥재질 등. 

· 원자로 공동의 안전성 1. 미국의 Sandia 국립연구소에서 CORCON MOD2와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 VANESA 코드를 사용한 CCI 민감도 분석(핵분열생 
발 및 안전성 평가 | 성물 방출량 계산) 결과 정리. 

· 공동 안전성 변수 선정과 이에 대한 기초 조사， 변수 
들에 대한 정량적인 민감도 분석 등으로 구성된 공동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울진 3&4호기에 
예시적으로 적용하였음: 울진 3&4호기에 대한 변수 
서적과 변수에 대하 t;'l 깎도 분섣→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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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4차년도 
(2α)().4.21 

표 4.1-4 4차년도 연구내용 요약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1. SGTR-37, LOFW-26, SBO-8. SLOCA-9, LLOCA-5 
건전성 유지 방안 평가 | 의 5가지 중대사고에 대해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방법에 대한 기술적 근 |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함. 사고 초기부터 하부 
거 개발 | 구조의 용융이 발생하여 파손 발생 . 

. SGTR-37, LOFW-26, SBO-8 등 고압사고시 외 벽 냉 
각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해석. 외벽냉각 시 원자로용 
기의 건전성이 향상되어 파손가능성이 매우 낮음 . 

. TMI-2사고의 해석결과와 MAAP4 해석결과와 비교 
한 중대사고 해석결과로부터 개발코드가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법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됨 . 

. MAAP 코드와 본연구를 통해 개발한 구조해석 코드 
를 종합하여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론 
뿐만 아니라 AP600과 관련하여 Theofanous 등이 제 
안한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법론 등을 검토 . 

. 1-4차년도를 통해 얻어진 외벽냉각 관련 기술적 자료 
를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 
。

p. 

·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1. 원자로공동 침수 방안으로서 격납용기 살수를 통한 
2001.3.31) I 냉각 관련 규제 요건 설 | 침수 방안에 대한 MAAP 코드 해석. LOCA 사고의 

정을 위한 기술 근거 개 | 경우 자연적인 침수가 가능하며， 격납용기 살수를 통 
발 | 해서도 원자로공동으로 충분한 양의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음. 

• 살수를 수행할 경우， 주로 증기 생성에 의해 가압이 
일어나며， 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주로 비웅축성 
기체 생성에 의한 가압이 일어남 . 

. MAAP 코드에 사용된 외벽냉각 모델과 CCI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CCI와 관련된 기술현황 정리 . 

. AP600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Westinghouse에서 수행 
한 해석과 이에 대한 NRC의 입장 검토. 전체적으로 
NRC는 AP600이 CCI와 관련하여 중대사고 완화에 
적합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림 . 

. 1-4차년도를 통해 얻어진 공동에서의 냉각 관련 기술 
적 자료를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로 
첸죄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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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년
 
도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잠고문헌 수집/정리/검토 

IVR 관련 현상확 연구 검토 

열/구조 해석 코드 개알과 하부 

구조에 대한 해석 

원자로용기 파손 

메커니증 파악 

열/구조 해석코드 개알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영가 망 

업론 개발과 평가 

MAAP을 사용한 
경계조건 계산 

흰자로용기 건전섬유지 방안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적 근거 개알 

MAAP 코드 내부 IVR 해석 모 
덜 검토자료 생산 

얼/구조 해섣 코드에 대한 올리 
적 모델 검토 자료 생산 

IVR 예시 해석자료와 TMI 사고 
해석 자료 검토 정리 

위 자료를 증합하여 평가방법 

론에 대한 기술근거 생산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울 

냉각 관련 기초 연구 

창고문헌 수집/정리/검토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런 현안 정2.1 

노심 파펀층 냉각 관련 

현안 분석 정리 

CCI 관련 

현안 분석 정리 

원자로 공동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알고} 평가 

원자로공동에서의 냉각 성능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선정 

공동에서의 노심용융울 냉각관련 규 

제요건 설정을 위한 기술근거 개알 

MAAP 코드 내부 CCI 해석 모 
덜 검토자료 생산 

MAAP 해석 자료 생산/정리 

위 자료를 종합하여 규제요건 

설정의 기술근거 생산 

그림 4.1-1 연구 개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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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냉각 관련 연구 결과 

가. 1차년도 

1)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관련 참고 문헌조사 

1차년도에서는 IVR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을 수집하여 분
석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결과들을 이용해 해석적/실험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구
조물의 열전달 해석 

및 열변형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는 물리적 모델을 적용하고
 이론적 수식화를 수행 

하였다. 

2) IVR 관련 연구 검토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주로 해석적 연구로서 서균열 등이
 MAAP 4.0 코드를 

사용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온도분포 계산 및 Gap 생성 여부에 대한 분석， 

KINS에서 KAIST와 공동으로 수행한 사고관리전략으로서의
 적용가능성 평가 연 

구， KAERI에서 KAIST와 공동으로 수행한 원자로 하부구조 
파손기구 분석모텔 등 

에 관한 연구가 있다[4 -1 ,2,3,4]. 또한， KEPRI에서는 MAAP 코드를 이용하여 차세 

대 원자로의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에 대한 단순한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KOPEC에 

서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의 실제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OECD/NEA의 PWG2와 PWG4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과
 관련한 전문가 모 

임을 주관하여 각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현황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간하였다. 

미국의 경우 AP600에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적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및 규제자 측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사업자 및 규제자측 

의 후원하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캘리포이나 대학
(UCSB)과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PSU)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임계열유속 관련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UCSB에 서 사고해 석 을 위 한 ROAAM (Risk Oriented Accident Analysis 

Methodology)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UCSB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Loviisa VVER-440 원전에 직접 적용하였다. 

3) 물성치와 열전달 상관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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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과 같은 SA533B 탄소강으로 가 재료는 T l\11-2 원전에 사용된 

정하였으며， INEL 보고서를 참조하여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밀도， 열용량， 항복용 

력，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등을 구하였다[ 4-51. 그러나 약 1000 K 이상의 온도에 대 

해서는 고온에서의 실험을 통한 물성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외삽에 의하 

여 값을 얻으므로 상대적인 신뢰도가 낮게 된다. 그림 4.1 -2는 SA533B 탄소강의 

물성치 중 온도에 따른 항복응력으로 600 K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항복응력이 급 

격히 저하하고 1000 K 이상에 이르면 상온에서의 5% 수준으로 저하된다. 노심용융 

물은 UOz와 ZrOz가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열전도도， 열용 

원자로 용기의 

량과 밀도를 고려하였다. 

대하여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에 입출력되는 열유속 

평가하였다. 노심용융물의 초기온도는 

경우로 가정하였고， 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림 4.1 -3는 노섬용융물의 초기온도가 3000 K 인 

원자로 하부구조에서 출입하는 열유속을 

경우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캡효과 

하부구조의 위치에 관계 없이 거의 균일한 열유속을 보 

고려하면 40。 정도에서 열유속이 집중된다. 그림 4.l -4는 시간이 

누적되는 열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2000 K , 

평가하 

해석 

TMI-2 사고에 

에너지를 

열적 

1차년도에서는 

계산하고 누적되는 

2500 K. 3000 K의 3가지 

여 캡효과의 영향을 

경우일 때 1시간이 경과된 

4) 원자로용기의 

~ 
도프 

캡효과를 후
 
한
 

려
 
료
 

고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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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면
 

경
 

으
 
줄
 

은
 
않
 
과
 

않
 
지
 

효
 

하
 
캡
 

려
 

고
 

원자로 용기에 지남에 따라서 

고려하지 

프르 

이지만 

나.2차년도 

가지가 있 

파손메커니즘 파악 

시 발생하는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파손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은 단일，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2차년도에서는 INEL에서 

하부구조의 파손 

여러 

1) 원자로용기의 

중대사고 

제 고， 이 파손 

시한 주요 4가지 메커니즘을 조사하였다[4-51. 

튜브의 파열과 파괴， 관통튜브의 배출， 하부헤드의 전체파괴， 국부파괴 

주요 파괴 메커니즘으로 제시하였고 이 파손 메커니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 

INEL에서는 관통 

분사를 ul 
숭 

- 134 -



부헤드의 파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열 구조 해석 코드 개발 

이론적 수식화는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하였고 Crank-Nicholson의 8-방법을 적용 

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전달 해석에 

는 대류와 복사에 의한 경계조건이 부여되었고 열팽창해석은 탄성해석을 이용하여 

수행하여 캡의 형성올 고려하였다. 원자로용기 하부구조는 고온의 노심용융물과 

열전달을 하면서 불균일한 온도 변화를 갖게되고 이로 인해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열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열웅력이 발생하 

게 된다. 또한 하부 구조는 불균일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불균일한 항복응력 분포 

를 갖게 된다. 즉，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항복응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온도의 상숭이 작은 부분은 항복웅력의 감소도 작게된다. 따라서 항복응력의 변화 

에 따라 원자로 하부구조의 내압에 대한 지지능력이 변하게 된다. 

열 구조 해석 코드에서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온도분포를 구하며， 온도 분포로부 

터 계산되는 열응력을 계산한다. 또한 온도 분포에 따른 항복응력의 분포를 각 절 

점에 대하여 계산하고， 이들 항복웅력의 합을 구하는 극한 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 

용기 전체의 붕괴 하중을 구하게 된다. 

계산된 붕괴 하중과 실제 하중과 비교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판단하게 된 

다. 일반 구조해석 코드에 적용된 Creep 파손 모텔은 압력 및 온도와 시간에 따라 

점진적인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모사하게(즉 시간이 오래 지날 경우 반드시 파손이 

발생함) 되지만 극한 해석의 경우 원자로용기 구조물의 온도 분포에 따른 항복응력 

의 분포를 최적으로 계산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항복응력을 계산하게 됨으로써 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조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열 구조 해석 코드를 개발하여 TMI-2 사고에 대해 열전달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하부구조의 붕괴압력을 계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붕괴모드 

를 구하였다. 

3) 캡효과와 보강부에 대한 해석 

캡효과에 대하 해석 

그림 4.1-5는 원자로 하부구조의 붕괴모드를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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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고려한 경우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원자로용 

기 반구부분 아래쪽(0。 부분)이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열유속이 집중되고 있는 40。 정도에서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6는 각각의 조건에 대해 원자로하부구조의 붕괴압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 

내고 TMI-2 사고에서의 내압 중에서 최대로 상승되었을 때의 압력을 나타낸 그림 

이다.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열전달로 인해 붕괴압력이 TMI-2 사고 

의 내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에 대해서는 

붕괴압력이 내압보다 높게 나타나서 실제의 상황처럼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노심용융물과 하부구조의 접촉부에서의 열전달은 캡의 존재 유무와 캡에서의 열 

전달 현상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계산하 

였고 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캡에서의 열전달을 전도 현상만으로 고려한 경우와 

전도와 복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4.1 -6에는 나타 

내지 않았지만 캡에서의 열전달에 복사를 추가로 고려한 경우는 캡을 고려한 경우 

와 캡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사이에 나타났다. 

캡에서의 열전달은 전도만 있는 경우와 전도와 복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노심용융물의 초기온도는 2000 K인 경우와 3000 K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캡에서의 열전달을 고려한 경우는 캡효과를 고 

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6배 정도 큰 지지압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사를 포함한 캡효과를 고려하면 1시간정도 경과 후부터 지지압력에 복사에 의한 효 

과가 나타나서 지지하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보각부에 대하 해석 

원자로 하부구조의 제작공정을 살펴보면 제작과정 중에 원자로 하부구조의 대칭 

축 부분에 부가적인 질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가질량을 적당한 크기로 남겨두면 

열전달의 관점이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최적설계를 이용하면 3% 

만의 부가질량의 추가로 내벽의 최대온도를 50-100 K 낮추고， 붕괴압력을 1.5배 

이상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최적화는 캡효과를 고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수행하였고 그림 4.1 -7은 최적화를 위해 정의된 설계변 

수와 제한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4.1 -8은 노심용융물의 최고온도가 2000 K 

일 때 원자로 하부구조의 붕괴압력을 상승시키는 최적화 결과와 원자로 내벽의 최 

대온도를 낮추는 최적화 결과를 외벽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의 외벽보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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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3차년도 

1) 원자로용기 건전성 유지 평가 방법론 정 립 

첫 단계로서， PSA 보고서 둥을 통하여 중요한 사고 시나리오들을 파악하고 

MAAP 코드를 사용하여 주요사고들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산화용융물 질량， 금 

속층 질량， 용융물의 기하학적 구조， 붕괴열， 원자로용기 외벽으로 전달되는 열유속 

둥을 계산한다. 

위와 같이 계산된 경계조건을 열구조해석 코드에 입력하여 원자로용기 내부의 

온도분포를 구하며， 온도 분포로부터 계산되는 열웅력올 계산한다. 또한 온도 분포 

에 따른 항복용력의 분포를 각 절점에 대하여 계산하고， 이들 항복응력의 합을 구 

하는 극한 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전체의 붕괴 하중을 구하게 된다. 

계산된 붕괴 하중과 MAAP을 통해 계산된 중대사고 상황에서의 하중(원자로용 

기 자중， 용융물 무게，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 등의 하중의 합)과 비교하여 원자로용 

기의 건전성을 판단하게 된다. MAAP 코드 등의 중대사고 해석코드 혹은 구조해 

석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Creep 파손 모댈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 점진적인 파손 

이 발생하는 것을 모사하게 되지만 극한 해석의 경우 항복응력의 분포를 최적으로 

계산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항복웅력을 계산하게 됨으로써 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 조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MAAP을 사용한 경 계조건 계산과 구조해석 코드 수정 

구조해석 프로그램 수적 

3차년도에서는 중대 사고에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5가지 사 

고 시 나리 오(LL-5， SL-9,SGTR-37, LOFW -26, SBO-8)를 채 택 하고， 이 에 대 해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위하여 1-2 

차년도에서 수식화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하여 재개발하 

였다. 재개발된 프로그램은 노섬용융물의 적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고， 금 

속층과 산화물층을 구별하여 해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계조건은 공기와 

자연대류를 고려하기 위한 경사면의 자연대류 이론과 외벽 냉각을 고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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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열전달 이론을 고려하여 유한요소 수식화에 적용하였다. 자연대류를 고려하기 

위해 공기의 물성치을 조사하였고 비등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물의 비등곡선을 

조사하였다. 

MAAP음 사용하 격계조꺼 계산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에서 고려한 중대사고 시나리오는 SGTR-37, LOFW-26, 

SBO-8 사고와 같은 원자로 용기 내부의 압력이 10 MPa 이상의 고압을 유지하는 

고압사고와 대기압 수준의 내압을 유지하는 Small LOCA -9, Large LOCA-5 사고 

와 같은 저압사고이다. 열 구조 해석에 사용되는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은 MAAP4 

해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노심용융물의 적층높이， 원자로 하부구조의 온도분포， 노 

심용융물의 붕괴열， 원자로 용기의 내압. 유한요소 열전달 해석을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의 온도분포를 구하였으며， 구한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구조적 탄성해석을 수행 

하여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열전달 해석으로부터 구한 온도분포와 재료 

의 온도에 항복응력을 유한요소 극한해석에 적용하여 원자로 용기의 파손여부를 평 

가하였다. 그림 4.1-9은 5가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해석하기 위해 고려한 원자로 

하부구조의 재원 및 해석 조건과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낸 그림이다. 노심용융물의 

유한요소 격자는 노심용융물의 적층을 잘 근사하기 위해 세밀하게 구성하였다. 

3) 시나리오별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3차년도에서는 원래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캡효과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압사고의 경우는 그림 4.1- 1O(a)처럼 금속층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많 

은 열전달이 발생하고 파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11에서처럼 고 

압사고의 경우 대해 원자로 하부구조의 붕괴압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져서 파손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GTR-37 사고의 경우는 붕괴압력의 저하가 

발생하지만 내압 이하로 낮아지지 않아 파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저압사 

고는 사고 시나리오에서의 외벽냉각 효과에 의해 외벽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어 

느 정도의 하중지지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한요소 극한해석으로 원자로 하 

부구조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압사고의 경우는 내벽과 

외벽간의 높은 온도차이로 인해 열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파손의 

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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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차년도 

1) MAAP 코드 내부 IVR 해석 모델 검토 

MAAP 코드의 외벽냉각 모델을 검토하였다. MAAP에는 별도의 외벽냉각 모벨 

이 구성되어 있다. 외벽냉각 모댈에 있어서는 노심용융물 풀을 산화용융물， 금속용 

융울， 입자층으로 구분하여 질량/에너지 해석하였으며，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파손 

모델을 계측관 파손 계측관 방출에 의한 파손 크립 파손 용융물 제트에 의한 파 

손， 금속층에 의한 파손 등 5개 파손 메커니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2) 열/구조 해석 코드에 대한 물리적 모델 검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온 열/구조 해석 코드에 대한 물리적 모벨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 사항을 정리하였다. 중대사고 해석 코드인 

MAAP 코드를 통해 계산된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벽면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사용하여 열응력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온도분포를 가지고 구조 

물의 극한해석을 수행하여 붕괴압력을 구하게 되며， 이 붕괴압력과 MAAP 코드를 

통해 계산된 부하(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하중과 용융물 하중， 내압 등의 합)와 비 

교평가하여 건전성을 평가하게 되는 물리적 계산 모델을 수립하였다. 

3) IVR 예시 해석 자료 

외벽냉각과 캡효과가 없음 격우에 대하 해석 

4차년도에서는 3차년도에 재개발된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가지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압사고의 경우는 

노심용융물로부터 하부구조로의 많은 열전달로 인해 하부구조의 온도가 용융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나타나 파손이 예상되었다. 유한요소 극한해석을 이용한 

건전성 평가도 그림 4.1-10(b)처럼 원자로 하부구조의 대칭축 부분에서 항복응력의 

저하로 파손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는 그림 4.1-11 에서 

처럼 시간이 경과된 후에 파손의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고초기부터 붕괴압력의 저하로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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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도 마찬가지로 하부구조의 온도가 용융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파손이 발생 할 

예측되었다. 저압사고는 외벽에서의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벽에서는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내외벽간에 매우 큰 온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계산한 열응력은 그림 4.1 -12에서처럼 매우 큰 값을 보여 파손이 예 

것으로 

용융온도 

이용하여 이를 

상되었다. 

외벽뱃각음 항 격우에 대하 해석 

중대사고에서 고압사고인 SGTR-37. LOFW-26. SBO-8 사고는 사고 

에서 외벽냉각조건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4차년도에서는 고압사고에 

부여하여 고압사고에서이 외벽냉각시의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냉각을 고려한 고압사고를 해석하기 위해 MAAP4를 이용하여 해석의 

경계조건을 재계산하여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였고 외벽냉각을 하지 

비교하여 외벽냉각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림 4.1-13는 각 고압사고에 대해 원자로 

붕괴압력을 외벽냉각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경우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손되어 1차측 압력이 약 10 MPa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외벽냉각을 하지 않을 경우(캡효과는 고려) 20.000초 전후로 붕괴압력 

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외벽냉각을 할 경우 700.000 초까지 30 MPa 이상의 붕괴압 

력을 유지한다. 또한， LOFW-26의 경우 외벽냉각이 없을 경우 150,000 초에 붕괴 

압력이 내압 이하로 떨어져서 파손이 발생하지만 외벽냉각을 수행할 경우 1000,000 

초 이상 25 MPa 이상의 붕괴압력을 유지하게 된다. SBO-8의 경우 외벽냉각이 없 

경우 50,000 초에 붕괴압력이 내압 이하로 떨어져서 파손이 발생하지만 외벽냉 

수행할 경우 350,000 초 이상 30 MPa 이상의 붕괴압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외벽냉각을 수행할 경우 그렇지 

하부구조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고 

것을 얄 수 있다. 

시나리오 

외벽냉각을 

평가하였다. 외벽 

초기조건 및 

경우와 

경우에 비 

유지되며 

。L 。
1;ξτ: 

。L 。→
J;효 = 

건전성이 

하부구조의 

SGTR-37의 

.Q. 

각을 

나났다. 

해 매우 긴 시간동안 원자로 

장기적인 냉각이 가능하다는 

기법을 

구하고， 

01 

'*' 

합
 

조
 
。

방법론으로 

온도분포와 

열응력분포와 붕괴압력 

유한요소해석 

「서。/’‘'c:。 
i프，，-=누도프걱흐 

근거 

계산 박볍휴에 대한 기숭적 근거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용기를 평가하기 위한 

이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은 열전달 해석을 통해 

이를 통해 구한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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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모드를 계산하였다. 열응력해석은 유한요소 탄성해석을 이용하여 수행하여 하 

부구조의 파손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유한요소 

극한해석은 온도의 상승에 따른 원자로 용기 재료의 항복응력 저하를 고려하여 하 

부구조의 붕괴압력 및 붕괴모드를 계산하여 파손의 기준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 

다. 개발된 해석코드를 검증하기 위해 TMI-2 사고와 5가지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가 타당한지 평가하였다. TMI-2 사고의 경우는 캡 

을 고려했을 때 실제의 경우처럼 하부구조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중대사고 시나리오 중에서 고압 사고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붕괴압력이 내부 

의 압력보다 낮아져서 파괴가 예상되었고 MAAP4에 비해서 붕괴시점올 약간 보수 

적으로 평가하였지만 SGTR-37 사고는 붕괴압력이 내압 이하로 낮아지지 않았다. 

저압사고는 유한요소 탄성해석올 이용한 열웅력 평가로 하부구조의 파손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한 경우는 

사고 초기부터 하부구조의 높은 온도 상승으로 인해 파손이 예측되었다. 고압사고 

에 외벽냉각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원자로의 붕괴압력이 높게 유지되어 긴 시간 

동안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로부터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몇 가지 시나리오 해석을 통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표 4.1-5 참조]. 

기타 기숭 근거 좀합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열/구조 해석 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 설명과 계산 

예시를 비롯하여 그 동안의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표로서 정리하였다. 

3.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연구 결과 

가. 1차년도 

1)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 관련 참고 문헌 수집 • 정리 · 검토 

한국형 차세대 원전 설계 요건 [4-6] ， EPRI 사업자 설계 요건 [4-7]， 유럽 사업자 

설계요건[4-8] 둥을 검토하였으며， SECY -93-087에 나타난 NRC의 규제 요건， 

EPRI 사업자 요건에 대한 NRC 측의 규제 의견 [4-9] ， CE 의 System 80+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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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측의 규제 의 견 [4-10] 등 규제자 측의 입장에 대해 파악하였다. 

2) 원자로 공동에서의 현상 파악 

원자로 공동에서 노심용융물 냉각방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까지도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섬용융물 냉각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유럽의 사업자 요건을 검토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규제자 측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원자로 공동에서의 노심용융 

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사업자 요건으로는 크게 다음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요건 관련된 

• 퍼짐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원자로 공동의 바닥 면적 

•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공동 침수 방안의 제공 

•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된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작용에 의한 압력 증가로 인하여 

중이 24시간 동안 철제 격납용기의 경우 Service Level C, 콘크리트 격납용기의 경 

우 Factored Load Category의 ASME Code 제 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 개녁 적립 

캐비티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원자력 이용 국가에서 여 

설계요건까지도 제안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현상들인 노섬용융물의 퍼 

짐， 노섬용융물-냉각수 상호반응시 발생하는 증기폭발의 강도， 노심용융물의 냉각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건조열유속 및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에 의해 생 

가지 러 

성되는 비응축성 기체 및 에어로졸 등에 의한 격납용기 과압 정도 등에 대한 개념 

과 간략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3) 건조열유속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상관식 개발 

특히 노섬용융물 냉각 가능성의 평가시 기본이 될 수 있는 건조열유속 상관식을 

문헌 조사[4-6 - 4-8]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평가하여 보았는 

데， 제안된 상관식들중 Ostensen 상관식이 가장 작은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관식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예측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새로운 건조열 

유속 상관식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상관식은 원자로 공동에 입자층이 형성될 경 

우 업자층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임계 열유속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입자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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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상관식온 아래와 같으며， 타 상관식과의 비교가 표 4.1-6에 나와 있다. 

_ J _3 .0.55 

Q=2 .4 h/g l쁨폼뜯J cf쟁 2e -1 갱L(캅 )0.3(숍 )-0. 15l 1 +(푼 )0.3 J (3-3-2) 

여기서 q는 건조열유속 [kW jm2 ], hfg는 기화열 [kJjkg], Pf，g，p는 각각 액체/ 기체 및 

입자의 밀도 [kgjm3 
], g는 중력 가속도 [kg mj sec2 ], d는 입자 직경 [m], a는 표면 

장력 [Njm] , L은 입자충 깊이 [m], ml 은 하부 유량 [kgjm2 sec] 이다. 

나. 2차년도 

1) 노심 파편층 냉각과 관련된 현안 분석 

노심용융물의 냉각가능성과 관련하여 OECD에서 노심용융물 층 내부의 전도에 

의해서만 열이 전달될 경우 콘크리트 침식이 없이 용융물이 성공적으로 냉각될 수 

있는 최대 노심용융물 층 두께 (Critical Pool Depth , 냉각가능한 최대 두께)를 아래 

와 같이 제안하였다[4-14]. 

CPD = V (Tdc - T뼈꽁 
완 전 히 산화된 노심 용융물 물 성 치 (À =3W/mK, q=0.8MW/m3, Tdw=400K, 

Tdc=1600K)를 사용하면 CPD는 약 10 cm가되며 OECD 자료에 따르면 이 값은 

CORCON 코드를 사용한 계산값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4-14]. 

노심용융물과 냉각수 접촉형태에 따른 냉각가능성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압용융방출: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이 주요 변수 압력이 높을수록 냉각가능 

성은 높아지지만 DCH의 위험이 있다. 

- 저압용융방출: 공동의 냉각수 깊이가 주요 변수. 냉각수가 깊으면 완전히 파편 

화 된 입자층 생성. 냉각수가 얄으면 노심용융물 층 위에 입자층 형성. 

- 콘크리트 침식: 기체가 생성이 각질층 형성을 방해하고 용융물의 조성이 변함. 

- 콘크리트 침식이 없는 경우: 용융물의 조성이 변하지 않음. 대부분의 중대사고 

실험이 이와 같은 조건에서 수행됨. 

2)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응 관련 기본 현안 분석 

- 143 -



- 위험요소. 방사능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은 에어로졸의 생성， 가연성/비응축성 

기체 생성에 의한 격납용기 가열/가압， 침식에 의한 주변 구조물의 취화， 잠재적 

인 격납용기 바닥 관통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 

주요 초기 조건 : 용융물 초기 온도， 지르코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성분비， 

붕괴열 수준， 용융물 질량 등이 주요 초기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용융물의 

초기 온도가 가장 민감한 초기 조건으로 제안되고 있다. 

- 열전달 현상: 열전달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질 

층 형성 이전 단계(막비등， 열복사， 활발한 용융풀의 자연대류) , 각질층을 통한 

열전달 단계(용융풀의 자연대류 저하， 각질층과 크랙을 통한 열전달) , 각질층의 

파손과 용융물 분출 단계(활발한 열전달， 증기폭발의 위험). 

다.3차년도 

1) 원자로 공동의 노심용융물의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선정 

벼수 도충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공동으로 방출되어 재배치 될 경우 

공동 바닥에서 냉각될 때 그 냉각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전 이용 국가들에서 제한하고 있는 설계요건과 OECD!NEA 자 

료 등을 검토하였다[4-9 - 4-18]. 현재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과 관련된 기술 문서 

들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공동에서의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동 바닥 

면적， 공동 침수량， 공동 침수 시기， 공동 바닥재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수듬의 엿학 파악 

공동 바닥 면적의 경우 용융물이 충분히 앓게 퍼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PRI 사업자 설계요건 [4-9]에는 0.02 

m2/MWth을 제 시 하고 있으며 , NRC 측에 서 는 실 제 로 System 80+의 바닥면 적 이 

EPRI 설계요건 보다 작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4-13]. 

공동 침수 냉각수 양은 냉각 가능성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 Scrubbing과 증기 

폭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핵분열 

생성물이 냉각수에 Scrubbing 되는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기폭발의 

강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진 3&4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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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간단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EPRI에서 제한하고 있는 냉각수량으로 노심 

용융물에서 발생되는 붕괴열과 산화열 등의 열에너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CCI 1i'1 감도 부석 컬과(SNU 

미국의 Sandia 국립연구소에서 CORCON MOD2와 VANESA 코드를 사용한 

CCI 민감도 분석(핵분열생성물 방출량 계산) 결과를 정리하였다[4-17]. 이 분석에 

서는 노섬용융물 초기 온도의 영향，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의 영향， 초기 금속 지르 

코늄 양의 영향， 철의 영향， 콘크리트 조성의 영향 둥이 분석되었다. 노심용융물의 

초기 온도의 영향은 용발량이 큰 석회석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컸으며， 원자로용 

기 파손 시점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속 지르코늄의 양이 늘어날수록 산 

화열이 증가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철의 양이 줄어들 경우 

금속 핵분열 생성물이 상대적으로 빨리 가열되어 비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속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량이 늘어나게 되며 철의 양이 작으면 금속 지르코늄의 산화 

가 빨라져서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촉진하게 된다. 석회석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현무암 콘크리트에 비해 용발량이 많고 많은 양의 핵분열 생성물을 방출시키게 된 

다. 위의 인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은 금속 지르코늄의 양인 것으로 나타 

났다. 

2) MAAP 코드를 사용한 민감도 분석 

MAAP 코드를 사용해서 선정된 노심용융물 냉각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울진 3&4호기 대상) .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는 공동 바닥이 침식되는 

깊이(관통에 의한 파손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격납용기 압력증가(과압에 의한 파 

손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평가하여 각 변수들이 격납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 노섬용융물의 양 019, 142, 161 톤): 공동에 냉각수가 존재할 경우 노심용융물 

의 양은 바닥침식과 격납건물 압력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붕괴열 수준: 큰 영향을 주지 않음(침식 깊이 1-2 cm 이내의 차이) . 

- 공동 냉각수 양: 주입할 수 있는 냉각수 양 000, 300, 600, 1000톤)이 충분할 

경우 (600톤 이상) 소방펌프 하나의 용량(94.6 kg/s)으로도 충분히 냉각 가능 

함. 냉각수 양이 많을수록 격납건물 압력증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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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바닥 면적 (50, 62.5 , 80 , 100 m 2
): 냉각수가 없을 경우 바닥 면적이 100 

m 2 이상이 되면 침식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음. 냉각수가 있을 경우 넓이 

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냉각이 가능함. 62.5 m2이 원래의 공동 바닥 면적임. 

- 공동 침수 시기 (원자로용기 파손 이전 또는 이후 ): 두 경우 모두 냉각이 가능 

함. 

3) 원자로공동 안전성 평가 방법론 

원자로공동에서의 현상은 원자로용기 내부 현상에 비해 복잡하며 경계조건이 명 

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동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해석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변수들의 정성/정량적 영향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 후， 적절한 중대사고 해석코드(본 연구에서 

는 MAAP 코드 사용)를 사용하여 특정 발전소에 대하여 각 변수들이 미치는 정량 

적인 영향을 해석하게 된다. 해석된 정량적 결과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한 결과를 

종합하여 중대사고 완화 대책 수립 혹은 안전성 평가에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 방법론에 따라 예시적인 작업(위 1) 

과 2)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울진 3&4호기에 위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공동 침수 

계통의 용량(침수에 펼용한 물의 양과 유량) , 바닥 면적， 침수 시기 등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CCI의 경우 불확실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 

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4차년도 

1) MAAP 코드 CCI 해석 모델 검토 

MAAP 코드에 사용된 CCI 모텔에 있어서는 붕괴열과 발열/흡열 화학 반응열을 

계산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에너지에 대한 하나의 Lumpted 방정식을 구성하여 사용 

하고 있다. 또한， 상변화에 있어서는 수직 방향과 반경방향의 2차원 용발 

(Ablation)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50 개 혼합/화합물에 대한 질량 보존 방정 

식(균질의 혼합물로 가정)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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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I에 대한 MAAP 해석 자료 생산/정리 

원자로공동 침수 방안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살수를 통한 침수 방안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MAAP 코드를 사용한 해석 결과 LOCA 사고의 경우 사고의 

특성상 살수 작동 없이 원자로공동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OCA 사고가 

아닌 경우 격납용기 살수를 통해 충분히 원자로공동을 침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살수 등을 통해 원자로공동이 침수될 경우 콘크리트 용발 속도가 저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I가 격납용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LOCA 사고가 아닌 경우). 원자로공동침수로 CCI가 억제될 경우 증기응축에 의 

해 격납용기 냉각 정도에 따라 격납용기 압력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로공동을 침수하지 않거나 용융물이 낙하한 이후 침수하는 경우 비웅축성 기체 

생성의 의해 격납용기 압력 감소량이 침수하는 경우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기생성에 의한 가압속도가 비웅축성 기체 생성에 의한 가압 속도에 비해 약 

간 빠르지만 격납용기 냉각으로 인한 응축에 의해 감압되는 것을 고려하면 증기생 

성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타 CCI 관련 자료 종합 정리 

AP600의 CCI 관련 혀<;>1- 분석 

AP600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 사의 해석과 이에 대한 NRC의 입장 등을 검토하 

였다[4-20]. 전체적으로 NRC에서는 AP600이 CCI에 대해서 적합한 대응 설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SECY -93-087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결 

론지었다. 또한， 콘크리트 종류에 상관없이 24시간 이내에 바닥이 관통되거나 

Service Level C 이상으로 가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OECD/NEA의 CCI 과려 혀반 부석 

OECDη'lJEA의 CSNI에서 수행한 Benchmark 계산 결과를 요약하였다[ 4-18]. 공 

동에 냉각수가 없을 경우와 제한적일 경우 충분할 경우 등 냉각수 존재 여부와 콘 

크리트 재질(석회석， 현무암) , 퍼짐 유무 등의 초기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계산을 수 

행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4)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기술 근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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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년도에 걸쳐 수집된 자료와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MAAP 코드를 사 

용한 CCI 민감도 분석 결과 등 해석 자료와 MAAP 코드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길 

술적 근거를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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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5 원자로용기 건전성 해석 결과 종합 

사고 
캡효과 외벽냉각 파손시기 또는 파손발생 

비고 
고려여부 고려여부 최소붕괴압력시기 여부 

O 
9867 sec 실제파손이 

× × 

TMI-2 
(15.3 MPa) 없었음. 

1622 sec 실제파손이 
× × O 

05 MPa) 없었음. 

O 
21965 sec 23026 sec 

× × 
(14.5 MPa) (8.8 MPa) 

SGTR-37 
17600 sec 

O 
23026 sec 

× × 
05.9 MPa) (8.8 MPa) 

O O 
20610 sec 파손예측이 

× 
(30.2 MPa) 안됨 

O 
14780 sec 

O 
15935 sec 

× 
04.8 MPa) (15.2 MPa) 

LOFW-26 
9803 sec 

O 
15935 sec 

× × 
04.8 MPa) 05.2 MPa) 

O O 
100000 sec 파손예측이 

× 
(23.1 MPa) 안됨 

O 
49531 sec 

O 
50331 sec 

× 
05.4 MPa) 05.7 MPa) 

SBO-8 
39210 sec 

O 
50331 sec 

× × 
04.6 MPa) 05.7 MPa) I 

O O 
350000 sec 파손예측이 l × 
(29.8 MPa) 안됨 

O O 
43923 sec 

× 

SLOCA-9 
(29.3 MPa) 
43923 sec 열응력평가로| 

× O × 
04.1 MPa) 파손예측가능 

O O 
26623 sec 

× 

LLOCA-5 
(29.5 MPa) 
21680 sec 열응력평가로 

× O × 
L...- 05.1 1\IPa) 파손예측가능 

※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파손압력과 파손압력을 파손이 예측되지 않은 경우는 최소붕 

괴압력과 그 시기를 나타내었다. 

※ 비고에서 표현된 시간과 압력이나 파손예측여부는 MAAP4의 해석결과이다. 

- 150 -



표 4.1 -6 건조열유속 상관식 평 가 결과 

상관식 오차 평균 표준 편차 RMS 오차 

Sowa et 떠. -0.1423 0.4332 0.4560 

Dhir-Catton (a) 3.6307 12.4044 12.9248 

Dhir-Catton (b) -16.7765 26.6403 31.4826 

Hardee-Nilson 6.5058 24.9713 25.8049 

Ostensen -0.1957 0.4070 0.4516 

Shires-Stevens 2.1283 11.1520 11.3533 

Lipinski -0.0많2 0.4674 0.4710 

Jones et al. 0.9416 6.4301 6.4987 

Dhir-Barleon -0.2396 0.3909 0.4않5 

Theofanous-Saito -0.2406 0.3835 0.4527 

Henry-Fauske 1.0196 1.0994 1.4994 

새 상관식 -0.0766 0.3791 o.잃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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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경우 

원자로 하부구조에 입출력되는 위치에 따른 열유속 (노심용융물의 초기 

온도 = 3000 K, 1시간 후): (a)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b) 캡효 

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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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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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TMI-2 사고에 대한 원자로 하부구조의 붕괴모드 (a) 캡효과를 고려하 

지 않은 경우; (b)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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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원자로 하부구조의 보강부의 변화에 따른 시간에 대한 온도와 내압의 

변화 (노심용융물의 초기온도 = 2000 K): (a) 내벽의 최대온도; (b) 하 

부구조의 붕괴압력 

- 155 -



Gap 

t = 0.1524 m 

Reactor Pressure Vessel 
Lower Head 

(a) 

h 

'-.二::=1-二:二=그←γ 그二l二 τ •. _----'-~← 1rl 

1=ri.=;즈드三조극콕그三드0-- 프즌~:=t~: 

r퓨닫펠판주÷느퍼 

E삼;-~조드프든든三주는드드'7 

j펜? 

비
 

/ , , 
、

경계 

경 계조건; (b) 유한요소모델 

ql 
^ 사용된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제원 

q .l 
?‘; 

해석에 

모델: (a) 해석제원 

- 156 -

시나리오 

유한요소 

4.1-9 중대사고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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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고합사고의 붕괴모드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a) 캡효과를 고려한 

경우; (b)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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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2 저압사고에서 원자로용기 하부구조의 열웅력분포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 우): (a) Small LOCA -9; (b) Large LO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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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술 자료 종합 

제 1 절 외벽냉각 관련 기술 자료 종합 

1. 개발된 유한요소해석코드의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용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은 열전달 해석을 통해 온도분포와 열유속들을 구하고， 

이를 통해 구한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의 열웅력분포와 붕괴압력 및 

붕괴모드를 계산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개발된 유한요소코드는 

FORTRAN 77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약 5000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기 

간동안 계속 수정되고 보완이 되어 빠른 시간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어 었 

다. 프로그램은 구성은 주프로그램과 7개의 부프로그램으로 8개의 부문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 부문은 주프로그램과 자료입력모률， 열전달 해석 모 

률， 탄성해석모률， 극한해석 모률， 해석기모률， 물성모률， 출력모률로 구성되어 있고 

주프로그램은 부모율로서 노섬용융물의 적층을 고려하기 위한 모률과 캡의 열전달 

을 고려하기 위한 모률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1 -1은 본 연구에서 중대사고 시나리오 해석을 위해 개발된 유한요소해석 

코드의 순서도이다. 가장 먼저 주요 제어 자료를 읽고 노심용융물 적층， 유한요소 

모텔 데이터를 읽고 현재의 적층을 고려하여 상태에 대해서 유한요소 격자를 구성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열전달， 탄성해석， 극한해석에 해당하는 경계조건을 읽 

는다. 지금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시간에 대하여 열전달해석， 탄성해석， 

극한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가장 먼저 유한요소 열전달 

해석을 이용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의 온도분포를 구하고 이 결과를 탄성해석과 극한 

해석에 적용한다. 유한요소 탄성해석에서는 하부구조의 열응력분포를 구하여 하부 

구조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유한요소 극한해석은 온도의 상승에 

따른 원자로 용기 재료의 항복응력 저하를 고려하여 하부구조의 붕괴압력 및 붕괴 

모드를 계산하여 파손의 기준 자료로 사용한다. 시간이 새로운 노섬용융물의 적층 

이 이루어질 시간에 도달하여 노심용융물의 적층을 고려하여 유한요소 격자를 다시 

구성하고 새로운 경계조건들을 읽어서 계속해서 열전달해석， 탄성해석， 극한해석을 

수행하고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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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해석코드의 입력데이터 

표 5.1-1은 유한요소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업력파일의 형식을 나타낸 

’#’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주석문으로 업력파일의 작성과 이해를 쉽게 하기 

것이다. 

위한 것 

으로 코드에서는 입력으로 사용되지만 해석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숫자)로 표현되 

는 부분이 사용자가 업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중대사고 시나리오와 원자로용기의 형 

상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다. 해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와 공란으로 구별되고 정 

의된 형식에 맞추어 실수나 정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표 5.l -1에서 정의한 

사용자 입력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있지 않는 숫자는 기본값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처럼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에서는 다른 값이 사용되지 않 

는다. 

(0) : 문자형， 문제의 이름이나 설명을 적는 부분이다. 코드에서는 주석문으로 인식 

하여 해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I) : 정수형， 캡에서의 열전달을 정의한다. 

o = 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1 =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는 경우 

2 = 전도+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는 경우 

방사율은 코드 내에서 정의되어 있음. 

(2) : 정수형， 열전달 해석의 수행 여부를 결정 

o =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지 않는다. 

나중에 열전달 경계조건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1 =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다. 

2 = 열전달 경계조건을 읽지만 열전달 해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3) : 정수형， 원자로 하부구조의 열응력 해석의 수행 여부를 결정 

o =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지 않는다. 

나중에 탄성 경계조건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1 열응력 해석을 수행한다. 

2 = 탄성 경계조건을 읽지만 열응력 해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 NFELAST2와 NFELAST3도 (3)과 같은 형태이지만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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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기본값으로 0을 입력하여 해석이 수행하지 않는다. 

(4) : 정수형， 극한해석의 수행여부를 결정 

o = 극한해석을 수행하지 않는다. 

나중에 극한해석 경계조건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1 = 극한해석을 수행한다. 

2 = 극한해석 경계조건을 읽지만 극한해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 NODE와 LPROCE도 기본값으로 사용하면 된다. 

(5) : 정수형， 원자로하부구조의 이루고 있는 요소의 

(6) : 정수형， 문제의 형태를 정의 

o Plane stress problem 

1 Plane strain problem 

2 Axi-symmetric problem 

개수 

(7) : 실수형， 극한해석에서 붕괴모드를 나타댈 

반적으로 1.0을 사용한다. 

때 사용하는 Sca1ing factor이 다. 일 

(8) : 정수형， 온도분포， 웅력분포， 붕괴모드를 몇 번 그릴 것인가를 정의한다. 해석 

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지정한 수만큼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9) 실수형， 극한해석에서 재료의 비압축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칙값이다. 일반적으로 108 _1010의 값을 사용한다. 

납1 
E프 

캡의 

두께는 

표현된다. 

크기를 가정하는데 사용한다. 먼저 캡의 최소두 

캡의 최대두께를 적는다. (0)의 항이 ‘0’이면 

(10) : 정수형， (11) : 실수형， 캡의 

께를 적고 두 번째 줄에 

두께는 (11)에서 정의된 절대량으로 표현되고 (0)항이 ‘l’이면 캡의 

산화물성 노심용융물의 적층높이와 (1)의 값의 역수와의 곱으로 

캡을 

다.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력하여야 하지만 해석에서는 사용하지 。1-'
"송 τ二 

(2) : 정수형， (3) : 실수형， 노심용용물 적층량의 변화 시간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다. (2)는 노심용융물의 높이 변화 단계의 수를 적는 항이다. (3)는 시작시 

간， 노섬용융물의 높이가 변화하는 시간， 해석 종료시간을 기업하는 항으로 

노심용융물 변화 단계 개수보다 1개가 많게 반복하여 기입하게 된다. 

(4) , (5) (16) : 모두 정수형， 노심용융물의 높이가 변화할 때 각 단계에서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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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한다. 최대변호를 절점의 표현하는 수， 요소의 수， 산화물층까지 

값들은 노섬용융물의 

절점의 

기입한다. 

대한 절점과 요 

대해서는 그림 2.2-1 에 나타난 모텔에 

수만큼 반복하여 변화 단계의 높이 이 

모텔에 

초기온도를 기업한 

X,Y 좌표값을 기입한 

된다. (21)은 각 절점 

고려하기 

유한요소 

좌표와 

정수형，중대사고 

소의 수를 기업한다.5가지 중대사고에 

대하여 절점과 요소의 수를 기업한다. 

(9) 정수형， (20) 실수형 x 2, (21) 설수형， 절점의 

다. (1 9)에는 절점의 번호를 기업하고， (20)에는 절점의 

문제의 경우 원점을 지나는 Y축이 대칭축이 

기업한다. 절점번호는 

사용된 해석에 (7) ,08) 모두 

다. 축대칭 

초기온도를 위해서 

정하고，용융물의 

À 'l 걷늪 s!... -, 0 2 노심용융물의 의 

원자로 Y의 앞
 

스
 
ι
 

용기， 산화물성 용융물， 금속성 

낮은 절점부터 번호를 정하여야 한다 

용융물 

좌표값이 

。1 ~二
M'-

고려하기 

전체 

(24). (25) 모두 정 수형 , 

열 발생을 적용하기 한 것으로 붕괴열을 고려하면 ‘ 1 ’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기입한다. (25)는 대류경계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기업한다. 절점 

용기，산화물성 

수만큼 반복하여 기 입 한다. 

경계조건의 

각 요소를 기엽하고， (23)에는 

번호도 

번호를 유한요소의 정수형， (22)은 

절점을 반시계 

위해서 

(22) , (23) 모두 

적 노심용융물의 이루고 

순으로 물
 용

 

二l 죠:λ4 
O~ 。용융물， 원자로 듬르 s!... 

。 2

요소의 정하여 

내부의 결정한다. (24)는 적용여부를 열전달 

중
 

고려하는 

기입하여 

연구에서 

있으므로 ‘ 1 ’을 

보 
'-

켜 
。

고려한다. (27)에 기입한 

있다 절점번호가 연 

이루고 

발생을 열 

등과 경계를 

의한 정수형，붕괴열에 

기입한 절점까지 

때에는 

공기， 물 시나리오는 

계조건을 적용한다. 

(26) , (27) , (28) 

절점부터 

모두 

대사고 

까

T 고려할 발생을 열 

기 반복하여 시작절점과 끝절점 

기업한다.붕괴열의 

시에는 

번호를 (27)과 (28)에 

(2-3- 1)에 

。L
1동 

속적이지 

입하면 되고， (26)에는 

의해 정의된 값으로 

아도 된다. 

(28)에 

않을 

λ1 -, 

수정하지 

값은 

해석 중대사고 

개수를 

고려한 

반복의 

연구에서 본 

정수형， (31)은 

절점의 번호를 

번호를 기 입 한다. (33)가 ‘1 ’이 면 

번째가 사용되고 ‘2’이면 두 번째 

경계조건들 적용하는 개수와 선요소의 부여할 (29) , (30) 정수형， 대류경계조건을 

의 개수를 기업한다. 

(31),(32),(33) : 모두 

，τ: 

이 선요소를 번호를 기 입하고， (32)는 

선요소의 적용하는 

선요소의 

대류경계조건 

첫 중에서 경계조건들 

기업한다. (33)에는 

아래 기업한 대류 

기입한 경계조건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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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5) , (36) , (37) 경 계조건의 종류(34)와 그에 따른 열전달계수(35) ， 외 기 의 온도 

(36) , 복사 고려시 방사률(37)을 기업한다. (34)가 ‘0’이면 입력한 값을 이용하 

여 대류 경계조건을 적용하고， ’0’이 아닌 경우는 주어진 열전달 계수를 사용 

하지 않고 적용한 조건에 맞추어 열전달 계수를 계산한다. 그 적용조건은 다 

음과 같다. 

1 = 외벽에서 대기압 하의 공기와 열전달시 

2 = 외벽에서 대기압 하의 물과 열전달시(외벽냉각 조건) 

3 = 원자로용기 내 600K의 물과 열 전달시 . 

4 = 원자로용기 내 400K의 수증기와 열전달시 
(38) , (39) : 정수형， 탄성해석시 경계조건의 적용여부이다. (38)에는 고정경계조건의 

적용여부를， (39)에는 온도분포를 이용한 열응력해석의 적용여부를 기업한다. 

(4이 : 정수형， (41) : 실수형， (4이에는 고정경계조건을 적용한 절점의 수를， (41)에 

는 고정경계조건 적용시 사용하는 스프링 상수의 값을 기업한다. 

(42) , (43) : 정수형， (42)에는 고정경계조건올 적용하는 절점번호를， (42)에는 고정경 

계조건이 적용되는 자유도를 기업한다. 자유도의 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lO =X 자유도 고정 

1 = Y 자유도 고정 

11 = X ,Y 자유도 고정 

(44) ,(45) 정수형， 극한해석에서 사용하는 X자유도에 대한 고정경계조건을 기입한 

다. (44)에는 X자유도에 대한 고정경계조건을 적용한 절점의 개수를 기입하 

고， (45)에는 X자유도에 대한 고정경계조건을 적용은 절점의 번호를 기업한 

다-

(46),(47) 정수형， 극한해석에서 사용하는 Y자유도에 대한 고정경계조건을 기업한 

다. (46)에는 Y자유도에 대한 고정경계조건을 적용한 절점의 개수를 기업하 

고， (47)에는 Y자유도에 대한 고정경계조건을 적용은 절점의 번호를 기업한 

다-

(51) : 정수형， 극한해석에서 사용하는 Traction 경계조건의 개수를 기입한다. 

(52) ,(53) ,(54) 이상 정수형， (55) ,(56) 이상 설수형， 극한해석에서 사용하는 

Traction 경계조건을 기업한다. (52)에는 Traction 경계조건이 적용하는 선요 

소의 번호를 기입하고， (53) ， (54)에는 선요소를 이루는 절점의 변호를 기입한 

다. (55) ， (56)에는 선요소의 각 절점에 부여하는 Traction 값을 기 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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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56)는 열전달해석， 탄성해석， 극한해석에 

추어 

대한 경계조건으로 입력형식에 맞 

기입하여야 한다. 노심용융물이 노섬용융물 적층 단계를 개수만큼 반복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용융물이 적층될 때마다 경계조건의 데이터를 다시 입력받는다. 

유한요소격자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경계조건도 적층되면 

3. 연구개발 결과 

노심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 

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은 TMI-2 

사고와 5가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해석하여 검증하였다. 표 5-1-2는 본 

해석한 중대사고의 해석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연구에서 

TMI-2 사고는 캡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해석을 수행 

하였고， 캡을 고려한 경우는 TMI-2 사고시의 최대 내압에 비해 붕괴압력이 높게 

유지되어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5가지 중대사고도 캡을 고려여부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캡을 고려한 경우는 SGTR-37, LOFW-26, 

SBO-8 사고의 경우는 파손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Small LOCA -9, Large 

LOCA-5 사고는 파손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되었다. 중대사고 해석 코드와는 비교 

하면 LOFW -26, SBO-8 사고의 경우는 좀더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Large LOCA-5 사고와 같은 경우는 중대사고 해석 코드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평 

가 방안의 검증과 보완이 필요한 것을 판단되었다. 캡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사 

고초기부터 용융에 의한 원자로용기의 파손이 예측되었다. 외벽냉각 조건이 없는 

사고인 SGTR-37, LOFW-26, SBO-8의 경우에는 외벽냉각을 추가로 부여하여 외 

벽냉각 효과를 살펴보았다.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로서 

효과를 냉각 의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외벽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므로서 외벽냉각 방안을 제시하는 

마련할 수 있다. 일부 사고 시나리오에는 해석결과가 중대사고해석코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중대사고 해석코드와 연계해석을 수행하 

정확한 사고결과를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자료를 

결과와 의 

변 

제 2 절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기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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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한국헛 차세대 워자로 사엽자 요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중대사고 평가 기술 과제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설계 요건들이 설정되었으며 이 중 공동 설계와 관련있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1차년도 보고서 참조). 

미 사엽자 성계요꺼 (EPRI URD) 

EPRI에서 제안한 사업자 요건 중 5 장의 “공학적 안전 계통” 과 6장， “건물 설 

계 및 배열 "dpt 다루어지고 있는 공동 관련 설계요건들을 정리하였다(1차년도 보고 

서 참조). 

유럽 사억자 성계요꺼 (EUR) 

영국 NE, 벨기에 TE, 프랑스 EdF, 스페인 UNESA , 독일 VDEW , 이탈리아 

ENEL, 네델란드 KEMA 등이 참여하여 개발한 유럽 사업자 요건 중 공동 관련 설 

계요건들을 요약 하였다(1차년도 보고서 참조) . 

SECY-93-087 

개량형 및 피동형 원자로에 대한 노심용융물 냉각 요건을 제시한 SECY 보고서 

중 공동의 설계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였다(1차년도 보고서 참조) . 

EPRI URD에 대하 NRC의 겪토 의견 

EPRI에서 제안한 설계 요건에 대한 NRC의 검토 의견 중 공동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다(1차년도 보고서 참조) . 

CE의 Svstem 80+ 섬 계에 대하 NRC의 걱토 의 견 

System 80+의 공동 바닥면적， 공동 침수 계통 등의 기능에 대한 NRC의 검토 

의견을 요약 정리하였다(1차년도 보고서 참조) . 

wT esting:house AP600 섬 계 에 대 하 NRC의 걱 토 의 견 

AP600에 대한 PSA 결과와 PSA에 사용된 가정들에 대한 NRC의 의견을 

Westinghouse 사의 해석 결과와 함께 요약 하였다(4차년도 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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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I 관련 연구 개발 현황 

미국의 

분석(핵분열생성물 

영향，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의 영향， 초기 

치는 영향， 콘크리트 조성의 영향 등에 

도 보고서 참조) . 

CORCON MOD2와 VANESA 코드를 사용하 CCI 민감도 분석 

SNL에서 CORCON MOD2와 VANESA 코드를 사용하여 CCI의 

노심용융물의 초기 

민감도 

온도의 

영향， 철의 

정리하였다(3차년 

미 양이 미치는 

결과를 민감도 분석 

정리하였다. 

금속 Zr 양이 

대한 

방출량 계산)한 결과를 

캘소t MAAP 코드름 사용한 CCI 민깎도 

표준형 원자로(우린 3&4호기)를 MAAP 코 

공동 바닥 면적， 침수에 사용 

계산하였다(3차년도 보고서 

대하여 SBO 사고에 

드(V. 4.0)를 사용한 CCI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되는 냉각수 양， 침수 시기， 콘크리트 재질 

대상으로 한국 

영향을 등의 

참조) . 

MAAP 코드름 사용하 삼수름 톡하 꼼통칙수 박아 i엿가 

가 제안되는 살수를 통한 공동 침수 방안의 대안으로 한 가지 공동 침수 방안의 

랴
。
 

유
 

경우 살수 LOCA 사고가 아닌 평가하였다. 능성을 MAAP 코드를 사용하여 

을 통한 침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코드 해석을 수행하였다(4차년도 보고서 참조) . 

개발 베이스와 상관식 데이터 3. 건조열유속 

나타내었으며 

베이스를 사용 

5.1 -3에 

데이터 

표 

I:F 하 보 -• ~， ‘一

베이스를 건조열유속 

개략적인 내용은 표 5.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하여 아래와 같은 건조열유속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데이터 수집한 통해 연구를 본 

二l

• 1.0.55 

q=2 .4ι | E&웰드 l 행(JO.2 e -1 김L( ~/ )0.3(효) -0 넥 1 十(표 )0.31 
씬 (1 - ê) J V '" \ P þ I \ P / I l i I \ 5 I J 

액체， 기체 

직경 [m] , a는 

건조열유속 [kW 1m2 J, hfg는 기 화열 [kJ/kg J, Pf，g ， p는 각각 

밀 도 [kg/m3 ], g는 중 력 가속도 [kg m/sec2 J, d는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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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는 

입자의 01 

^ 



표면 장력 

기존의 

유체，하부 

구축한 

[N/mJ, L은 입 자층 깊 이 [mJ, ffil 은 하부 유 량 [kg/m-' sec] 이 다. 

상관식에 비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업자 크기， 업자층 갚이， 작업 

유량， 압력 등의 범위가 확대 됨)，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다.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사용된 유체와 

치와 입자층의 구조(공극융， 깊이， 직경 등)를 상관식에 대입하여 직접 

n λ4 
걷E 。업자의 

계산할 까
π-

있다. 

4. MAAP 코드 해석 방법 

MAAP 코드의 INPUT DECK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 부분에 계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TITLE 아래에 기업한다. 그리고， 

PARAMETER FILE에 서 사용활 파일을 지정해 준다. 아래 예에서는 울진 3&4호 

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ucn34.par 라는 파라메타 파일을 사용하였다. 

대부분 파라메타 파일의 내용을 사용하면 되지만 특수한 경우를 모델링하기 위 

해서는 PARAMETER CHANGE 아래에 변경할 파라메타의 내용을 기입하게 된다. 

예제에서는 공동 

주었다. 

침수 계통의 수량과 유량 등의 변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의해 

간편하게 관심있는 출력 결과를 한 파일에 결과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위 해 서 PLOTFIL 이 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지정하게 된다. 예제에서는 

압력과 공동 압력， 공동 냉각수 질량， 공동 수위 등을 지정하였다. 

저장하기 

일차계통 

시작시간， 종료시간， 출력 간격 등을 지정하여 계산의 범위와 출력 간격을 지정 

하게 된다. 예제에서는 SBO 사고에 대하여 50만 초를 계산하도록 지정하였다. 

시나리오에 의해 정의된 사건들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예제의 경우 SBO 사고이기 때문에 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 계통틀이 사용이 불 

사고 INITIATOR에 는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 사고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끝으로，시간에 

도록 되어있다. 예제의 경우 발전소 

보조급수(AFW)를 

것을 가정문을 사용하여 

정지 1시간 후 대기방출밸브(ADV)를 

고， 정지 4시간 후 중지하도록 하였다. 노심의 노출이 

이후 공동 침수 계통을 작동시켜 공동을 침수시키도록 모사하였다. 

SENSITIVITY O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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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 

개방하 

판단된 



S8008: S80.AFW ON 4HRS 

FENTR=2.1.AFW ON 4HRS 

END 

PARAMETER FILE ucn34.par 25 

PARAMETER CHANGE 

MWCITO = 1.E6 

WWCIO = 94.6 // ONE FIRE PUMP FLOW 

NSGRV=1 

END 

PLOTFIL 70 

PPS,PR8(1 ).MWR8(1 ).ZWR8(1) 

END 

START TIME IS O. 

END TIME IS 500000. 

PRINT INTERVAL IS 36000. 

INITIATORS 

MAIN FW SHUT OFF 

PS MAKEUP OFF 

LETDOWN SWITCH Off 

PZR SPRAYS FORCED OFF 

PZR HTRS FORCED OFF 

CHARGING PUMPS FORCED OFF 

HPI FORCED OFF 

LPI FORCED OFF 

LPI TRAIN 2 FORCED OFF 

MANUAL SCRAM 

CONTMT SPRAYS FORCED OFF 

FANS/COOLERS FORCED OFF 

END 

C ADV OPEN 

IF IEVNT(13) IS TRUE /1 RX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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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TIMER 1 

END 

IF TIMER 1 > 1 HR 

IEVNT(233) IS TRUE / / ADV OPEN 

END 

C AFW OFF. ADV AUTO 

IF TIMER 1 > 4 HR 

END 

IEVNT(224) IS TRUE // AUX FEED WATER FORCED OFF 

IEVNT(233) IS FALSE // BKN S/G PORV AUTO 

IF IEVNT(691) IS TRUE / / CORE HAS UNCOVERED 

IEVNT(241) IS TRUE / / CAV INJ PUMP ON 

IEVNT(192) IS FALSE / / CAV INJ WATER AVAILABL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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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1 엽 력 파일의 구조 

#(0) 

#NFGAP(W/0, W/C , W/R) , NFHEAT, NFELAST1 , NFELAST2, NFELAST3, NFLIMIT 
(1) (2) (3) 0 0 (4) 

#NODE, LPROCE , NELV, NPROB(PSN, PSS, AX) , FAC, PRNUM, PN 
4 0 (5) (6) (7) (8) (9) 

#GAP EFFECT 
(10) (11) 
(10) (11) 
#TIME SEQUENCE 
(12) 
(13) 

#NX NELX NE_OXIDE AT EACH TIME STEP 
(14) (15) (16) 

#TOTAL NX NELX 
(17) (18) 

#MESH DATA 
(19) (20) (21) 

(22) (23) 

# HEAT TRANSFER ANALYSIS 
(24) HEAT GENERATION 
o B.C (1) 

o B.C (2) 

(25) B. C (3) 
#HEAT GENERATION 

(26) 
(27) (28) O. 3100000. 0.298 

#B.C(3) 
(29) (30) 
(31) (32) (33) 

(34) (35) (36) (37) 

# THERMAL ELASTIC ANALYSIS FOR VESSEL 
(38) 1ST B.C ON 

o 2ND B.C OFF 
o W/O BODY FORCE 
(39) WITH TEMPERATURE 
#1ST B.C 
(40) (41) 
(42) (43) 

# LIMIT ANALYSIS OF HEATED VESSEL 
#FIXED B. C 

(44) 
(45) 

(46) 
(47) 

#TRACTION B.C. 
(51)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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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2 유한요소해석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한 중대사고 시나리오 

사고 
노심용융물 노섬용융물 

캡고려 여부 외벽냉각여부 
적층여부 초기온도 

2000K O × 

2500K O × 

3000K O × 
TMI-2 × 

2000K × × 

2500K × × 

3000K × × 

O × 

SGTR-37 O 3000K × × 

O O 

O × 

LOFW-26 O 3000K × × 

O O 

O × 

SBO-8 O 3000K × × 

O O 

O O 
SL-9 O 3000K 

× O 

O O 
LL-5 O 3000K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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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건 조 열 유 속 데 이 터 베 이 스 (1 /5) 

작업유체 
입자직경 

二c己:〉 : -그1 S ξ프르 
입자증킹이 입자밀도 ?니」 -34:-。Ej T ζ그T i 「:

(m) (m) (kg/m 3
) (kW/m 2

) 

Water 2.58E-04 37.3% 0.100 8 .700 117 
Water 7.15E-04 40.0% 0.204 7.800 624 
Water 7.15E-04 40.0% 0.261 7.800 542 
Water 7.15E-04 40.0% 0.132 7.800 855 
Water 7.15E-04 40.0% 0.055 7.800 909 
Water 7.15E-04 40.0% 0.106 7.800 853 
Water 6.88E-04 44.0% 0.062 7.800 925 
Water 6.88E-04 41.0% 0.038 7.800 798 
Water 6.88E-04 44.0% 0.074 7.800 895 
Water 6.88E-04 44.0% 0.091 7.800 910 
Water 7.15E-04 40.0% 0.158 7.800 725 
Water 7.15E-04 40.0% 0.081 7.800 815 
Water 8.55E-04 38.6% 0.100 8 .700 313 
Water 8.55E-04 38.6% 0.085 8.700 373 
Water 8.55E-04 38.6% 0.050 8.700 643 
Water 8.50E-04 41.0% 0.072 11.300 558 
Water 8.50E-04 41.0% 0.095 11.300 470 
Water 8.19E-04 39.0% 0.030 7.800 860 
Water 7.80E-04 38 .7% 0 .400 7.800 196 
Water 7.80E-04 40 .7% 0.300 7.800 173 
Water 8.19E-04 39.0% 0.035 7.800 520 
Water 6.88E-04 41.0% 0.072 11.300 615 
Water 6.88E-04 40.0% 0.051 11.300 503 
Water 6.80E-04 40.0% 0.155 7.800 213 
Water 6.80E-04 40.0% 0.035 7.800 292 
Water 6.80E-04 40.0% 0.140 7.800 211 
Water 6.80E-04 40.0% 0.030 7.800 452 
Water 6.80E-04 40.0% 0.060 7.800 163 
Water 6.80E-04 40.0% 0.040 7.800 196 
Water 6.80E-04 40.0% 0.185 7.800 216 
Water 6.80E-04 40.0% 0.080 7.800 198 
Water 6.80E-04 40.0% 0.050 7.800 166 
Water 6.80E-04 40.0% 0.100 7.800 168 
Water 6.88E-04 40.0% o‘ 063 7.800 689 
Water 6.88E-04 41.0% 0.076 7.800 625 
Water 6.88E-04 41.0% 0.109 11 .300 510 
Water 1.59E-02 47.3% 0.090 7.800 4.340 
Water 6.88E-04 41.0% 0.059 11.300 660 
Water 6.88E-04 41.0% 0.088 11.300 547 
Water 6.88E-04 42.0% 0.051 7.800 670 
Water 6.88E-04 40.0% 0.063 11.300 472 
Water 6.88E-04 40.0% 0.089 11.300 517 
Water 6.88E-04 40.0% 0.076 11.300 448 
Water 8.55E-04 38.6% 0.030 8 .700 686 
Water 9.21E-04 39.3% 0.250 8.900 376 
Water 2.84E-03 40.0% 0.125 7.800 1.020 
Water 3.00E-03 39.2% 0.080 7.800 1.080 
Water 3.00E-03 39.2% 0.060 7.800 1.330 
Water 2.84E-O3 40.0% 0.180 7,80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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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3 건조열유속 데이터 베이스 (2/5) 

작업유체 
입자직경 

공극율 
입자층갚이 입자밀도 키‘--τ‘- 。εai 유 lT소 --, 

(m) (m) (kg/m 3
) (kW/m 2

) 

Water 2.84E-03 40.0% 0.288 7.800 830 
Water 2.84E-03 40.0% 0.230 7.800 860 
Water 2.00E-03 40.0% 0.025 7.800 586 
Water 2.00E-03 40.0% 0.030 7.800 930 
Water 2.00E-03 40.0% 0.136 7.800 617 
Water 3.17E-03 40.0% 0.100 7.800 1.300 
Water 3.17E-03 40.0% 0.050 7.800 1.250 
Water 7.94E-03 42.2% 0.060 7.800 2.500 
Water 7.94E-03 42.2% 0.085 7.800 2 .460 
Water 1.00E-02 43.6% 0.090 7.800 3.090 
Water 6.35E-03 40.0% 0.280 7.800 1.420 
Water 6.35E-03 40.0% 0.180 7.800 1.390 
Water 6.35E-03 40.0% 0.230 7.800 1.300 
Water 4.76E-03 40.3% 0.085 7.800 1.470 
Water 4.76E-03 40.3% 0.060 7.800 1.390 
Water 4.76E-03 40.0% 0.100 7.800 1.900 
Water 2.00E-03 40.0% 0.020 7.800 1.287 
Water 2.00E-03 40.0% 0.052 7.800 853 
Water 1.20E-03 40.0% 0.125 7.800 459 
Water 1.20E-03 40.0% 0.050 7.800 406 
Water 1.20E-03 40.0% 0.070 7.800 420 
Water 1.20E-03 40.0% 0.080 7.800 439 
Water 1.20E-03 40.0% 0.030 7.800 372 
Water 1.20E-03 40.0% 0.143 7.800 478 
Water 1.10E-03 40.6% 0.180 8.900 303 
Water 1.20E-03 40.0% 0.060 7.800 387 
Water 1.20E-03 40.0% 0.040 7.800 335 
Water 1.20E-03 40.0% 0.103 7.800 349 
Water 1.59E-03 40.0% 0.100 7.800 730 
Water 2.00E-03 40.0% 0.105 7.800 561 
Water 2.00E-03 40.0% 0.075 7.800 611 
Water 2.00E-03 40.0% 0.150 7.800 561 
Water 2.00E-03 40.0% 0.190 7.800 585 
Water 2.00E-03 40.0% 0.060 7.800 669 
Water 2.00E-03 40.0% 0.040 7.800 895 
Water 2.00E-03 38.6% 0.060 7.800 1.040 
Water 2.00E-03 38.6% 0.080 7.800 840 
Water 2.00E-03 40.0% 0.090 7.800 474 
Water 6.80E-04 40.0% 0.070 7.800 194 
Water 6.55E-04 38.3% 0.300 7.800 133 
Water 3.15E-04 40.0% 0.135 7.800 272 
Water 3.15E-04 40.0% 0.078 7.800 509 
Water 5.46E-04 37.9% 0 .450 8.900 174 
Water 5.46E-04 40.3% 0.300 8.900 188 
Water 3.15E-04 40.0% 0.243 7.800 134 
Water 3.15E-04 40.0% 0.103 7.800 352 
Water 3.15E-04 40.0% 0.263 7.800 150 
Water 3.15E-04 40.0% 0.171 7.800 178 
Water 5.50E-04 40.0% 0.230 7.800 250 
Water 5.50E-04 40.0% 0.280 7.800 250 
Water 5.50E-04 40.0% 0.180 7.8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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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3 건조열유속 데이터 베이스 (3/5) 

작업유체 
입자직경 

공극율 
입자층김이 입자밀도 건조열유속 

(m) (m) (kQ/m 3
) (kW/m 2

) 

Waler 3.15E-04 40.0% 0.204 7.800 178 
Waler 4.50E-04 37.9% 0.056 8.700 345 
Waler 5.03E-04 43.0% 0.086 11.300 860 
Waler 5.03E-04 43.0% 0.105 11.300 668 
Waler 3.56E-04 42.0% 0.038 7.800 790 
Waler 3.56E-04 45.0% 0.088 7.800 762 
Waler 3.85E-04 38.8% 0.260 8.900 140 
Waler 3.56E-04 40.0% 0.076 7.800 196 
Waler 5.03E-04 43.0% 0.126 11.300 630 
Waler 5.03E-04 45.0% 0.051 7.800 789 
Water 5.03E-04 45.0% 0.076 7.800 738 
Water 4.50E-04 37.9% 0.102 8.700 183 
Water 3.56E-04 42.0% 0.045 7.800 452 
Water 5.03E-04 43.0% 0.069 11.300 750 
Water 5.03E-04 45.0% 0.063 7.800 390 
Water 4.50E-04 37.9% 0.080 8.700 226 
Water 5.50E-04 40.0% 0.127 7.800 260 
Water 6.50E-04 40.0% 0.192 7.800 310 
Water 6.50E-04 40.0% 0.100 7.800 340 
Water 6.05E-04 38.0% 0.052 8.700 503 
Water 6.05E-04 38.0% 0.035 8.700 568 
Waler 6.50E-04 40.0% 0.100 7.800 390 
Waler 6.50E-04 40.0% 0.076 7.800 480 
Water 6.50E-04 40.0% 0.076 7.800 380 
Water 2.58E-04 37.3% 0.050 8.700 273 
Water 2.58E-04 37.3% 0.075 8.700 196 
Waler 6.50E-04 40.0% 0.135 7.800 280 
Waler 6.50E-04 40.0% 0.128 7.800 320 
Waler 6.05E-04 38.0% 0.100 8.700 268 
Waler 4.60E-04 39.3% 0.300 8.900 163 
Water 3.03E-04 39.0% 0.066 9 .700 192 
Waler 2.58E-04 37.3% 0.130 8.700 150 
Water 6.05E-04 38.0% 0.080 8.700 258 
Water 3.03E-04 39.0% 0.088 9.700 56 
Waler 5.03E-04 45.0% 0.063 7.800 890 
Waler 5.03E-04 45.0% 0.089 7.800 760 

Acelone 1.59E-03 40.0% 0.200 7.800 208 
Acetone 9.00E-04 40.0% 0.035 7.800 117 
Acelone 9.21 E-04 40.3% 0.250 8.900 126 
Acetone 9.00E-04 40.0% 0.029 7.800 128 
Acelone 9.00E-04 40.0% 0.019 7.800 93 
Acelone 9.00E-04 40.0% 0.072 7.800 118 
Acelone 1.10E-03 40.6% 0.180 8.900 146 
Acelone 3.85E-04 39 .4% 0.260 8.900 52 
Acelone 9.00E-04 40.0% 0.039 7.800 92 
Acelone 1.59E-03 40.0% 0.050 7.800 157 
Acelone 1.59E-03 40.0% 0.150 7.800 174 
Acetone 1.59E-03 40.0% 0.075 7.800 170 
Acelone 3.17E-03 40.0% 0.050 7.800 275 
Acelone 3.17E-03 40.0% 0.295 7.80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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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건조열유속 데이터 베이스 (4/5) 

작업유체 
입자직경 

:cn:>:-그「S E극E 
입자층김이 입자밀도 건조열유속 

(m) (m) (ko/m 3
) (kW/m 2

) 

Acetone 4.76E-03 40.0% 0.300 7.800 275 
Acetone 4 .76E-03 40.0% 0 .400 7.800 325 
Acetone 4.76E-03 40.0% 0.200 7.800 285 
Acetone 4.76E-03 40.0% 0.100 7.800 369 
Acetone 4.76E-03 40.0% 0.050 7.800 271 
Acetone 3.17E-03 40.0% 0.100 7.800 275 
Acetone 3.17E-03 40.0% 0.150 7.800 385 
Acetone 3.56E-04 45.0% 0.038 7.800 65 
Acetone 1.59E-03 40.0% 0.100 7.800 140 
Acetone 3.56E-04 42.0% 0.025 7.800 74 
Acetone 3.56E-04 42.0% 0.015 7.800 305 
Acetone 3.56E-04 42.0% 0.019 7.800 231 
Acetone 3.17E-03 40.0% 0 .400 7.800 325 
Acetone 6.88E-04 40.0% 0.032 7.800 90 
Acetone 9.00E-04 40.0% 0.059 7.800 120 
Acetone 6.88E-04 40.0% 0.084 7.800 69 
Acetone 5.03E-04 40.0% 0.038 7.800 112 
Acetone 6.88E-04 40.0% 0 .400 7.800 93 
Acetone 7.80E-04 38.9% 0.300 7.800 95 
Acetone 5.03E-04 40.0% 0.025 7.800 87 
Acetone 5.03E-04 44.0% 0.019 7.800 134 
Acetone 5.03E-04 40.0% 0.020 11.300 83 
Acetone 6.88E-04 40.0% 0.194 7.800 100 
Acetone 6.88E-04 40.0% 0.070 7.800 67 
Acetone 6.88E-04 39.0% 0.025 7.800 109 
Acetone 6.88E-04 40.0% 0.049 7.800 78 
Acetone 6.88E-04 40.0% 0.059 7.800 85 
Acetone 5 .46E-04 37.9% 0.300 8.900 87 
Acetone 6.88E-04 39.0% 0.019 7.800 110 
Acetone 6.88E-04 40.0% 0.039 7.800 82 
Acetone 6.88E-04 39.0% 0.017 7.800 173 
Acetone 6.88E-04 39.0% 0.013 7.800 262 
Acetone 8 .48E-04 38.0% 0.020 11.300 112 
Acetone 6.55E-04 37.5% 0.300 7.800 76 
Acetone 4.60E-04 38.9% 0.300 8.900 63 
Acetone 8.48E-04 38.0% 0.040 11.300 104 
Methanol 6.88E-04 40.0% 0.025 11.300 122 
Methanol 5 .46E-04 40.7% 0.300 8.900 106 
Methanol 5.03E-04 43.0% 0.051 7.800 105 
Methanol 5.03E-04 44.0% 0.025 7.800 185 
Methanol 6.55E-04 38.0% 0.300 7.800 97 
Methanol 6.88E-04 39.0% 0.025 7.800 85 
Methanol 9.21 E-04 40.3% 0.250 8.900 187 
Methanol 6.88E-04 39.0% 0.032 7.800 105 
Methanol 6.88E-04 40.0% 0.038 11.300 71 
Methanol 4.60E-04 39.5% 0.300 8.900 109 
Methanol 6.88E-04 39.0% 0.038 7.800 130 
Methanol 7.80E-04 38.5% 0.300 7.800 128 
Me하tha히nol 3.85E-04 39.8% 0.260 8.900 96 
Methanol 5.03E-04 44.0% 0.038 7,8QQ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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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건조열유속 데이터 베이스 (5/5) 

작업유체 
입자직경 

공극율 
입자증깊이 입자밀도 건조열유속 

(m) (m) (ko/m 3
) (kW/m 2

) 
Methanol 8.48E-04 38.0% 0.060 11.300 164 
Methanol 8.48E-04 38.0% 0.080 11.300 185 
Methan이 3.56E-04 44.0% 0.038 7.800 45 
Methanol 8.48E-04 38.0% 0.050 11.300 210 
Methanol 1 .1 OE-03 40.0% 0.180 8.900 197 
Methanol 8 .48E-04 38.0% 0.070 11.300 134 

Freon-133 1.59E-02 47.3% 0.090 7.800 1.080 
Freon-133 6.05E-04 38.0% 0.050 8 .700 44 
Freon-133 3.00E-03 39.2% 0.080 7.800 290 
Freon-133 1.00E-02 43.6% 0.090 7.800 740 
Freon-133 3.00E-03 42.0% 0.030 7.800 350 
Freon-133 2.58E-04 37.3% 0.080 8 .700 18 
Freon-133 6.05E-04 38.0% 0.100 8.700 50 
Freon-133 4.76E-03 40.3% 0.085 7.800 390 
Freon-133 6.05E-04 38.0% 0.080 8.700 57 
Freon-133 2.58E-04 37.3% 0.060 8 .700 24 
Freon-133 2.58E-04 37.3% 0.030 8.700 48 
Freon-133 2.58E-04 37.3% 0.130 8.700 16 
Freon-133 2.58E-04 37.3% 0.100 8 .700 16 
Freon-133 7.94E-03 42.2% 0.085 7.800 690 
Freon-133 6.05E-04 38.0% 0.030 8.700 110 
Freon-133 8.55E-04 38.6% 0.035 8.700 83 Freon-133 3.00E-03 42.0% 0.060 7.800 290 
Freon-133 3.00E-03 42.0% 0.040 7.800 310 
Freon-133 4.50E-04 37.9% 0.031 8.700 56 
Freon-133 4.50E-04 37.9% 0.052 8.700 46 
Freon-133 4.50E-04 37.9% 0.080 8.700 42 
Freon-133 3.85E-04 40.8% 0.260 8.900 43 
Freon-133 2.00E-03 38.6% 0.080 7.800 240 Freon-133 4.50E-04 37.9% 0.100 8 .700 37 Freon-133 1.10E-03 40.6% 0.180 8.900 106 Freon-133 8.55E-04 38.6% 0.055 8 .700 84 
Freon-133 4.60E-04 38.4% 0.300 8.900 58 Freon-133 8.55E-04 38.6% 0.080 8.700 66 
Freon-133 8.55E-04 38.6% 0.102 8.700 73 
Freon-133 9.21 E-04 39.1 % 0.250 8.900 84 
Freon-133 7.80E-04 39.1 % 0.300 7.800 78 Freon-133 2.00E-03 40.0% 0.060 7.800 200 
Freon-133 2.00E-03 40.0% 0.040 7.800 220 
Freon-133 5.46E-04 39.2% 0.300 8.900 68 Freon-133 2.00E-03 40.0% 0.050 7.800 190 Freon-133 6.55E-04 38 ‘ 5% 0.300 7.800 48 
Freon-133 3.00E-03 42.0% 0.020 7.800 390 Freon-133 2.00E-03 40.0% 0.020 7.800 220 
Freon-133 3.00E-03 42.0% 0.050 7.800 310 Freon-133 2.00E-03 40.0% 0.030 7.800 220 

Sodium 3.25E-04 52.6% 0.114 9 .700 640 
Sodium 3.25E-04 51.5% 0.129 9.700 505 
Sodium 3.25E-04 50.8% 0.134 9.700 322 
Sodium 3.25E-04 53.6% 0.098 9.700 953 
Sodium 3.25E-04 49.9% 0.150 9.700 205 
Sodium 3.25E-04 48 .4% 0.170 9 ,70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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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4 건조열유속 데이터 베이스의 개략적 내용 

Data Source Coolant 
Particle Dia. 

Porosity 
8ed Thickness DHF 

NO.ofData (mm) (mm) (kW/m-) 
Gabor et al. Water 0.303 0.390 66 - 88 56 - 192 2 

Sodium 0.325 0.484 - 0.536 98 -170 153 -953 6 

Keowín Water 0.356 - 0.850 0 .4 1 0-- 0.450 59 - 126 470 - 925 17 

Sowa et al. Water 0.315-0.715 0.400 55 - 263 134- 855 14 

Dhir-Catton Water 0 .356 - 0.819 0.39 0-- 0 .450 30 -89 196- 860 15 

Acetone 0 .3 56 - 0.900 0.380 - 0.450 13 -194 65 - 305 28 

Methan이 0.356 - 0.848 0.38 0-- 0.440 25 -80 45 -210 13 

Squarer-Peφles Water 0.650 0.400 76 - 192 280-480 7 

T꺼r해enb바ertl매th-Stevens Water 0.68 0-- 2.000 0.400 20 -190 163 - 1287 32 

Gabor-Cassulo Water 0.385 - 1.095 0.383 - 0.407 180-450 133 - 376 9 

Acetone 0 .385 - 1.095 0.394 - 0 .406 180-300 52 - 146 7 

Methan이 0 .385 - 1.095 0.38 0-- 0 .407 180 - 300 97 - 197 7 

Freon-113 0.385 - 1.095 0 .384 - 0.408 180 - 300 43 - 106 7 

8arleon-Werle Water 0.258 - 15.88 0.373 - 0 .473 30 - \30 117 -4340 25 

Freon- 1l 3 0 .2 58 - 15.88 0 .373 - 0 .473 30 - \30 16 - 1080 33 

Squarer et 외 Water 0.550• 6.350 0.400 125 - 288 250 - 1420 11 

Somerton et al. Water 1.588 - 4.763 0.400 50 - 100 730-1900 4 

Acetone 1.588 - 4.736 0 .400 50 -400 140 - 385 15 

Total 0.258 - 15.88 0.373 -0.536 \3 -450 16 - 434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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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Data 
주요 지|어 변수 

노심용융물의 시간에 따른 적층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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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유한요소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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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6 Ã J. 
c>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ql 

~ 대외 기여도 

본 연구 과제의 

대외 

제 4 단계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 

구 내용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유한요소 열전달 해석을 이용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의 온도분포를 구하며 이 온 

도분포를 이용하여 열변형 해석과 유한요소 극한해석을 수행한다. 열변형해석으로 

응력분포를 구하여 하부구조의 파손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유한요 

소 극한해석으로 파손이 일어나는 붕괴압력과 붕괴모드를 계산하여 원자로용기 애 

부의 압력과 비교하여 파손의 여부를 판단한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TMI-2 사고의 해석과 중대사고의 해석을 수행하여 제시한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안을 검증하였다. TMI-2 사고의 해석결과는 캡을 고려 

한 경우에 실제사고에서의 최대 내부압력보다 파손압력이 높게 나타나서 파손을 

예측하지 않았다. 몇 개의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었지만 중대사 

고의 경우도 중대사고해석코드와 유사한 시기의 파손을 예측하여 파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였다. 이런 결과로 개발된 해석코드가 중대사고 해석을 수행할 수 있 

는 것을 검증하였다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였 

다. 캡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초기부터 하부구조의 용융에 의해 파손이 일 

이어 5가지 ·전년도에 

예측할 수 있었다. 외벽냉각이 없었던 

SBO-8 사고에 외벽냉각 조건을 부여하여 원자로용기의 

것을 어난다는 SGTR-37, LOFW-26,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해 

석결과 위의 3가지 중대사고에 외벽냉각 조건이 부여되면 사고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붕괴압력도 원자로용기의 내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파손의 시기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 MAAP 코드와 본연구를 통해 개발한 구조해석 코드를 종합하여 원자로용기 건전 

성을 평가하는 방법론 뿐만 아니라 AP600과 관련하여 Theofanous 등이 제안한 원 

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법론과 PSA와 연관하여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원자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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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원자로공동 침수 방안으로서 격납용기 살수를 통한 침수 방안에 대한 MAAP 코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LOCA 사고의 경우 자연적인 침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격납용기 살수를 통해서도 원자로공동으로 충분한 양의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살수를 수행하지 

것으로 나타났다. 

살수를 수행할 경우， 주로 증기 생성에 의해 가압이 일어나 

경우 주로 비응축성 기체 생성에 의한 가압이 일어나는 
。J..Q..
L.() t즈 

. MAAP 코드에 사용된 외벽냉각 모델과 CCI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CCI와 관련된 
기술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AP600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웨스 
팅하우스 사에서 수행한 CCI 해석과 이에 대한 NRC의 입장을 검토하였으며， CCI 
와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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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7 끼아 c>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한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한요 

소기법을 이용한 원자로용기 건전성 평가 방안을 이용하여 원자로 하부구조의 건 

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석결과는 다른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결과와 비교하여 사용 

할 수도 있고， 다른 중대사고 해석코드와 연계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도 있다. 

•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해석 결과 : 캡의 없는 경우의 해석결과는 최악의 경우로 가 

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설계의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외벽냉각을 조건을 부여 

한 중대사고는 외벽냉각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고， 이 

를 기초자료로 하여 원자로용기의 외벽냉각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원자로공동에서의 용융물 냉각 MAAP 해석 자료와 CCI 관련 현안 검토 자료: 격 

납건물 성능평가 지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Utility 코드인 MAAP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인허가 시 보조적인 계산을 수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CCI 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규제 관련 현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벽냉각과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관련 규제 기술 근거: 인허가 혹은 규제 

시에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과 관련된 본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정성적/정량 

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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