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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 제 목 

중대사고 인지 및 수소 제어 관리를 위한 정보 파악 방법론 연구 

I 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수소는 가연한계에 이르면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원전 

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사고 인지방법과 

수소해석모댈 개발올 통해 중대사고시 종합적인 수소제어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원전 

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사고 인지 방법론은 사고관리에 필요 

한 정보와 관련된 계측기를 포함하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원이 그 원인과 추 

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고 결국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소제어관리 방안은 실제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사고관리 및 

설계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그 검토 결과를 표준 및 차세대 원전 규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원전 사고 대처 방안 중의 하나로서 수소 제어 관련 지침서와 규 

제 요건 개발에 필요한 공학적 기초 자료 생산을 최종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 

해 1) 일차 계통 및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 제어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파악방법 

론 제시， 2) 수소발생 사고에 대한 의사결정수목 개발 및 정량적 분석， 3) 사고 진 

행 완화에 필요한 제반 계측기들의 중대사고시 가용도 평가， 4) 수소 제어 요건 수 

립에 펼요한 수소 생성 모델 검토 및 수소 생성 현상 연구를 세부 연구목표로 설정 

하였다. 수소거동 현상과 관련하여 개발된 노심용융물 냉각수 반웅현상 모델을 

MAAP4에 적용시켜 계산함으로써 중대사고 수소해석에 있어서 모델 개선을 통해 

최적 계산의 가능성올 제시하고， 3차원 코드인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서울대 

에서 수행된 사각형 수소혼합실험에 대한 계산올 수행함으로써 3차원 수소농도 분 

석의 펼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소 제어와 관련하여 촉매식재결합기 (PAR) 모델 



링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수목과 접목하여 PAR와 점화기 혼 

용 시 사고관리 평가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당해 연도에는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 사고 진행에 따른 발전소 내부의 물리 

적 변수들을 코드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파단면적에 따른 노심 노출 시간과 중 

대사고지침서의 전환기준 온도에 이르렀을 때의 계통의 압력과 노심 상태 등을 살 

펴보았으며， 안전 주입 계통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노섬용융에 이르는 시간 경과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사고 시나리오 중에서 LOCA를 가정하였으며 

MAAP4코드 계산결과를 통해 원전의 상태， 즉， 물리적 변수를 확인하여 설치된 계 

측기의 가용도를 살펴보았고 계측기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코드의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심노출 시간으로부터 중대사고지침 

서의 전환기준점인 노심출구 온도가 650.C 가 될 때까지의 시간경과 그리고 그 이후 

노심용융에 이르는 시간경과를 살펴보았다. 민감도 분석차원에서 파단면적을 달리 

하여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 LOCA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단면적이 작 

은 경우에는 노심이 노출되고 중대사고전환 시점까지의 시간이 이 때부터 노심용융 

에 이르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으나 파단면적이 커질수록 전환시점부터 노 

섬용융에 이르는 시간이 더 짧아지므로 운전원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을 알 수 있 

다. LOCA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의 물리적 변수들은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소제어의 입력자료로 사용되고 수소 생성과 제어에 대한 민감도 계산과 정량적인 

결과를 얻었다. 

수소생성 메커니즘 중 노심용융물 냉각수 반웅현상에 대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한 

MAAP4 사고해석을 완료하였다. 서울대에서 수행된 사각형 수소혼합실험에 대한 

GASFLOW 코드 해석을 수행하여 3차원 수소농도 분석의 펼요성올 제시하였으며 

PAR와 점화기 혼용 시 사고관리 평가를 위하여 PAR 계산 시 필요한 관련 모델들 

을 검토하여 정리하였고 의사결정수목과 관련 MAAP4 코드를 이용한 PAR와 점화 

기 흔용 시 사고관리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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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Title of the Project 

Inforrnation Needs and Instrumentation for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ydrogen may threaten the containment integrity because of the potential for 

detonation. This study is concemed with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hydrogen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identification of a severe accident condition and 

forrnulation of hydrogen models. Resu1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improve the 

plant safety. Should an accident take place, the plant operators should be able to 

find ways to recognize its occurrence and progression in the early stage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from the existing instruments.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strategies can be used for standard and next generation plant 

regulation relating to the plant safety assessment, accident management, and design 

improvement.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current research is concemed with generation of basic engineering data 

need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hydrogen control guidelines as part of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nd forrnulating pertinent 

regulatory requirements. Major focus is placed on 1) identification of inforrnation 

needs and instrumentation methods for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in the 

primary system and in the containment, 2) development of decision-making trees for 

hydrogen management and their quantification, 3) the instrument availability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s, 4) critical review of relevant hydrogen generation model 

and phenomena. In relation to hydrogen behavior, we analyzed the severe 

accident related hydrogen generation in the UCN 3. 4 PWR with modified 

hydrogen generation model. On the basis of the hydrogen mixing experiment 

and related GASFLOW calculation, the necessity of 3-dimensional analysis of 

the hydrogen mixing was investigated. We examined the hydrogen control 

models related to the 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and performed 

MAAP4 calculation in relation to the decision tree to estimate the capability and 

the role of the P AR during a severe accident. 



N. Major Research Results 

We examined a number of physical parameters used in the development of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for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We 

selected the LOCA scen때o and identified the plant status such as the system 

pressure, the core uncoverγ time and the core melting time. Based on the MAAP4 

calculation we examined the time duration from the core uncovery to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point and from this time to core melting time. We also 

reviewed the instrumentation for severe accident management. As the break size 

gets large, it takes less time from th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point to core 

melt so that the operators must be able to more rapidly execute necessary accident 

mltlgatlûn strategles. 

Plant physical parameters can be used as the hydrogen control management input 

data. U sing the modified hydrogen generation model in MAAP4 we analyzed the 

severe accident related hydrogen generation in the UCN 3. 4 PWR. On the 

basis of the hydrogen mixing experiment and related GASFLOW calculation, the 

need for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hydrogen mixing was critically 

examined. To estimate the accident management utilizing both the PAR and the 

ignitor system , we examined the PAR related models and performed MAAP4 

calculation in relation to decision tree. 

V. Future Application of the Results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may directly be applicable to formulating hydrogen 

reJated reguJatory guideJines. This wiJJ have an impact on safety design of pJants to 

be buiJt and designed in the near future. The current study will contribute to 

modeJing hydrogen combustion taking account of structural, thermophysicaJ and 

therrnodynamic aspects of the pJant, and to reducing uncertainties in understanding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and enhancing safety of the pJant. AJso, this may be 

used as a basis for presenting a criterion and method relating to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and th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OPE). As a 

consequence, the expected reduction in accident occurrence probability and the 

ensuing damage can promote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nuclear power pJ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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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979년 3월 미국에서 발생한 TMI-2 사고 시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로 노심이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핵연료 집합체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금속(zircaloy)-수증기 반 

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 연소를 통해 28 psig(3기압) 정도의 압력 첨두가 발생하였 

다. 그 결과 중대사고시 압력증가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위협올 주는 요소의 하나 

로 인식되었고 수소거동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 냉각재 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내에서는 크게 금속-수증기 

반웅을 통해서 수소가 발생하며 용융된 노심이 압력용기의 파손 부위를 통해 원자 

로 공동 내에 떨어질 경우 콘크리트와의 반웅에 의해 다량의 수소가 생성된다. 이 

렇게 생성된 수소는 적정농도 이상이 될 경우 연소를 일으키고 격납건물을 고온， 

고압상태로 만들며， 중대사고시 작동되어야 할 안전관련셜비 및 계측제어장치의 건 

전성올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가동 및 건설중인 원전의 안전성 개선 대책으로 비등 경수로형 

Mark 1, Mark 11 및 Mark III와 가압경수로의 얼음웅축 격납건물의 경우 핵연료 피 

복재의 75 %가 금속-증기 반웅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를 제어하는 기능을 확보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럽 각국에서는 수소제어 규정올 제정하는 한편 여러 원자로 

형에 수소완화계통올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소체적 격납건물 (BWR Mark 1 과 

Mark II)은 정상 출력운전 중 질소를 충전하여 비활성화 되었고， Mark III BWR, 

CANDU 원전 및 얼음웅축형 PWR에는 가연성 기체 혼합물올 초기에 제거시키기 

위하여 점화기를 설치하여 수소를 제어하고 있다. 

수소 제어란 자연적인 수소연소에 앞서 원하는 수소농도에서 연소를 발생시켜 그 

압력상숭이 크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인데 격납건물내 수소제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소생성 및 방출위치와 방출률 그리고 수소 거동에 대한 분석이 모두 필 

요하다. 그런데 수소제어계통의 작동， 비작동 경우에 대하여 수소 연소 분석올 수행 

하고， 사고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특정 격실이나 Lumped-parameter코드로써 분석이 

곤란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3차원 분석코드로써 보완 계산올 수행할 필요가 있 

으며， 사고 시나리오， 수소 생성률과 방출률， 격실내 수소 분포， 격실의 기하학적 구 

조와 기체 농도에 따른 난류성 아음속 연소， 가속된 화염 및 초음속 연소로의 전이 

(DDT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발생 가능성 수소제어계통의 성능 

동의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웅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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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대처 방안 중의 하나로써， 일차계통 및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 제어 및 

관리에 필수적인 중대사고 인지방법론올 제시하고， 수소 제어 요건 수립에 필요한 

기존의 수소 생성 모델을 검토하고 새로운 수소 생성 현상을 연구하며， 사고 진행 

완화에 필요한 제반 계측기들의 중대사고시 가용도를 평가함으로써 수소 제어 관련 

지침서와 규제 요건 개발에 필요한 공학적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중대사고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측기인데 조기에 사고 징 

후를 포착하여 운전원에 얄리지 못하면 정상상태로부터 과도기를 거쳐 중대사고로 

이어진다. 계측기는 운전원에게 현재의 원전상태를 진단하고， 사고시 올바른 회복조 

치를 수행하고， 그 효과를 주시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올 한다. 그러나 

현재 원전에 설치된 계측기들은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 

어 있으므로 설계기준사고를 넘어선 중대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측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사용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현재 사용되는 계측 

기들이 중대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중대사고시의 열악 

한 상황하에서 이들 계측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중대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소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올 위협하는 요소임은 앞에 

서 언급하였다. 각국에서는 중대사고 대비 수소제어를 위해 수소분포 및 수소연소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올 수행하였는데 미국 Sandia국립연구소(SNL)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Serni-Scale 이상의 수소 거통과 관련한 실험들의 

결과를 MELCOR, MAAP4와 CONTAIN올 비롯한 많은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 

에 반영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거동 및 격납건물 반웅분 

석을 파악하는데 아직도 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폰재한다. 따라서 생성되는 수소 

량， 위치 및 농도의 파악을 통한 수소제어는 중대사고 발생시 설제 운전원이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경로와 관련 계통을 파악하고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소를 제어하는 방안에는 의도적인 수소 점화， 격납건물 비활 

성화， 재결합기 사용， 무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소접화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소를 점화시켜 수소 연소에 따른 격납건물의 위협올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소제어 관련 의사결정수목올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우선 격 

납건물 손상과 압력용기 손상에 대한 안전수목가지가 만들어져야하고 그에 따른 사 

고관리 계획수립과 사고관리 절차서 준비를 위하여 발전소 안전성 점검(IPE: 

lndividual Plant Exarnination)이 이미 수행된 참조왼전올 선택하고 노심노출과 압 

력용기파손에 대한 사고관리 방안이 수행된다. 그 방안으로 여기서는 수소점화기가 

사용되고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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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한다 여기에는 인간오류와 관련한 방안 실현성， 계측기 신뢰도， 증기폭발 발 

생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민감도 분석이 들어간다.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확률 

분석과 수소제어방안 수행여부와 수행 시점에 따른 최종 국부 수소농도의 비교 분 

석은 원자로의 건전성에 위협올 주는 요소로서의 수소를 적절히 제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잉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채 1 철 국외 연구 동향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설계기준사고에서부터 노심용융에 이르는 중대사고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고관리 계획 수립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전사고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 

소화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전성에 위협올 끼칠 수 있는 수소는 노심이 노 

출되고 용융이 진행되는 중대사고 단계에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중대사고에 대 

한 적첼한 조치로서의 절차서에 대한 각각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는 1979년 TMI 원전에서 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대사고 문제 

를 해 결 하 기 위 한 종 합 계 획 (Integration Plan for Closure of Severe Accident 

Issue)을 1988년 5월 SECY -88-147올 통하여 발표하고， 1988년 11월부터 발전소별 

안전성평 가OPE Individual Plant Exam)를 수행토록 요구하고 각 발전소는 자체 

사고관리 계획을 작성토록 권하고 있다. 그리고 SECY -89-012를 통하여 중대사고 

관리 프로그램의 5대 요소를 정의하였는데 사고관리전략의 절차화， 의사결정 체제 

의 분석， 중대사고 훈련프로그랩의 개발， 중대사고 지침서 및 절차서의 개발， 계측 

기 및 정보 분석 등이다. 이를 위하여 NUMARC(Nuclear Management and 

Resources Counc iJ) 에 서 는 OG, 원 자 력 발 전 운 전 협 회 (INPO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 전 력 연 구소(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를 통하 

여 중대사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SAMG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를 NRC에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 1994년에 작성 

된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2-1]는 대표적이다. 

중대사고관리 절차서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중대사고관리 체계를 수 

립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설계기준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비상 

운전절차서를 일부 중대사고가지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영역올 확장시켜 왔다. EdF 

의 중대사고지침서는 미국 원전 Owners Group이 개발 완료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와 마찬가지로， 중대사고시 비상요원들의 의사 결정올 돕고， 발전소 상황에 적절한 

사고완화 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프랑스는 1990년 

900 MW와 1300 MW 표준원전에 대해 외부사건을 제외한 Full-scope PSA를 완료 

하였다. 중수로 원전에서의 설계기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캐나다의 EOP도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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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중심 절차서 (Event Based Procedures)만으로 구성 되 어 있었다. 그러 나 TMI 

사고 이후 증상중심절차서의 추가 개발로써 기존의 EOP를 보완하려는 전세계적 추 

세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1990년대 초에 이 EOP를 보강하기 위하여 증상중심절차 

서 (Symptom Based Procedures)를 개발하였다. 

중대사고시 수소거통과 관련하여 각 수소생성 메커니즘에 따른 수소생성량올 예 

측하는 실험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원자력발전소 규모의 사고진행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들이 최근-진행되어 왔으며 또 그에 대한 해석적 모렐들이 개 

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독립적인 중대사고 메커니즘의 규명올 목적으로 하 

고 있고 메커니즘에 따른 수소생성 모텔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가적인 내용으로 제 

시하고 있다. 증기폭발시 수소생성량 계산모텔은 수소의 화학반웅에 따른 열화학 

반응식을 푸는 방법으로 계통내의 수증기와 수소의 양올 예측하고 있다. Wisconsin 

대학의 Corradini가 제시한 FCI 시의 수소생성량 예측모텔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 

또한 개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증기폭발의 실험현황에서 수소생성량을 예측 

하는 실험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유사한 실험으로부터 검증올 수행하고 있다. 대표 

적인 실험 이 FITS 실험이다. 

FITS 실험올 통해 증기 폭발시 발생하는 수소량올 측정하는 실험과 수소 발생 

과정에 대한 모댈 개발이 SNL과 Wisconsin 대학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INEL에서 

는 노심손상 거동올 분석하기 위한 SFD 실험으로부터 2000-2200 K 온도 범위에서 

노심 거동과 함께 수소 발생량 및 시간올 측정하는 실험올 수행하였다. ANL에서는 

노심손상 사고의 진행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여 수소의 발생량올 분석하였는데， 노 

십 내부의 산화 과정에서 zircaloy의 산화에 대한 온도의 영향과， 노심 외부에서 수 

소발생 요건의 열역학적 상태를 고려하였다. PNL과 캐나다의 Chalk River연구소에 

서도 zircaloy의 온도에 따른 거동 및 물성실험올 수행하였는데， 2700 K 이상의 고 

온까지 수소 생성올 조사하였다. 

수 소 이 송 및 혼 합 과 관 련 한 실 험 은 Hanford Engineering Development 

Laboratory(HEDU에서 얼음웅축형의 발전소의 저위소격실에 대한 수소 혼합 현상 

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저위소격실로부터 고위소격실로의 자연대류흐름과 

고위소격실로부터 저위소격실로의 강제대류흐름올 파악하기 위해 높이 20 m , 지름 

7.6 m의 용기를 설치하였다. 수소와 증기， 헬륨과 증기의 혼합물올 세관파열부위나 

가압기 방출탱크파열디스크를 통해 주입하여 시험기간동안 저위소격실내의 최고 농 

도차이가 1-3 vol %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Battelle-Frankfurt에서 

는 방사성 분해에 의한 장시간동안의 수소 발생올 모사하기 위해 낮은 속도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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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orifice로 분리된 소격실 사이에 농도 차이가 존재한 

다 하더라도 단일 용기의 둥온 테스트에서는 수소 농도가 일정하다는 것올 확인하 

였다. 그리고 분리된 소격실 사이의 최고수소농도가 1.5 vol%를 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실험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이론들과 이를 활용하여 검증 

된 중대사고 분석용 코드의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노심손상에 따른 용융파편물의 

거동을 분석하는 안전규제용 코드인 MELCOR와 산업체 주도 개발로 종합적 사고 

진행을 다룬 MAAP4가 수소생성에 대한 모텔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소 혼합 

에 대한 모델은 적용하는 혼합 메커니즘과 수학적 표현방법에 따라 HECTR, 

COBRA-NC , HMS , MAPHY 그리고 CLASIX 둥의 쿄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텔은 각각 다른 가정과 접근방법올 적용하고 있어 상호비교 분석이 필요하 

다. 특히， 증기폭발과 관련한 이론적인 수소생성 모델 수립은 중대사고 분석용 코드 

에서의 보완을 요하며 수소 혼합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혼합진행에 대한 보다 정확 

한 해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독일 FZK의 CORA 노심용융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일련의 냉각수 주입 실 

험에서는 전력 공급계통이 끊어졌지만 냉각수가 과열된 핵연료봉다발올 급격냉각 

(quenching)시키면 추가로 수소 생성과 핵연료봉다발의 파손a로 핵연료봉다발 상 

부의 온도가 다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급격냉각수가 증가하는 동안 핵연 

료봉다발 위 부분에서 추가로 부분적인 zircaloy 피복재-수증기의 발열 반웅으로 인 

한 열 때문에 구성 물질이 녹아 흐르는 현상올 영상 녹화하였다. 이런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봉다발로 주입된 냉각수와 그에 따 

른 수증기는 새로운 금속 표면을 형성한 약해진 물체에 열충격을 가한다. 수증기는 

새 로 형 성 된 표면 의 금속 성 분과 반응하고 zircaloy와 수증기 의 발열 반웅 결과로서 

다시 부분적인 온도 상숭이 발생한다. 이보다 적은 비중의 다른 수소 생성 메커니 

즘은 금속 용융물의 산화이고 zircaloy 용융물에서 수소의 방출은 새로이 노출된 금 

속 피복층의 산화 반응과 병행한다. 이런 시점에서 형성된 추가적인 수소 생성량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UOz의 산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급속냉각이 없는 CORA-16 BWR 관련 실험과 급속냉각이 있는 CORA-17 실험 

에서 측정된 수소 생성량을 비교하면 CORA-17에서 냉각수의 주입이 진행되는 동 

안 수소생성량의 급격한 증가를 뚜렷이 볼 수 있다. BWR 실험에서는 남아있는 

B4C 흡수재와 수증기가 반웅하여 추가적인 에너지와 수소를 생성한다고 가정하였 

지만 PWR 실험에서도 수소 반응에서 비슷한 양상올 보인다(B4C 산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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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aloy보다 더 열을 발하고 1 g 물질당 수소생성 량도 더 많다) . 

CORA 실험의 결과는 중대사고 진행 동안 충분한 수증기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유용할 수 있는 모든 zircaloy와 스테인리스 스틸올 산화시킬 때까지 수소가 생성된 

다. 수소 생성올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는 뜨거운 물질올 고온의 산화 영 

역에서 좀더 저온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약간의 물질만 고온의 산화 영역에서 

저온 영역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실험을 끝내거나 산화되지 않은 zircaloy와 스테 

인리스 스틸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수소 생성이 일어난다. 과열된 핵연료봉다발을 

급격 냉각시키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추가로 수소가 생성된다. 급격냉각 기간에 생 

성된 수소량의 비율은 CORA-13 실험과 CORA-17 실험에서 각각 48 %와 79 %이 

었다. 비교를 하자면 LOFT LP-FP-2 실험에서 급격냉각 기간동안 수소 생성 비율 

은 80 %이었다. 서로 비율이 다른 이유는 급격냉각이전에 상이한 산화 과정을 거 

치기 때문이다. 다량의 수소 방출 비율은 산화된 zircaloy 피복재의 산화비율과 잘 

일치한다. 

산화의 정도는 수증기 공급 조건 즉 수증기가 풍부한지 아니면 적은지에 따라 크 

게 좌우된다. 총 에너지(화학+전기)에 대한 화학반응 에너지의 비율은 CORA 실험 

에서 20-50 % 사이다. CORA-33 실험은 수증기 주입 없이 실행하였다. 실험 장치 

하부에 존재하는 냉각수가 기화하며 수중기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이 실험에서 전 

체 산화량은 14 %이었다. 화학반응 에너지는 개개의 CORA 실험동안 생성된 총수 

소량올 측정한 값올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온도변화 실험중 소모된 수증기의 비율 

올 측정하였다. 전체 핵연료봉다발 길이와 시간 동안 평균 자료인 계산 결과는 모 

든 실험에서 수증기가 완전히 소모되지 않았음올 보여준다. 

수소연소와 관련해서는 SNL의 FITS , VGES , FLAME 실험들이 대표적이고 제어 

설비의 하나인 수소점화기 실험과 관련해서는 Pisa대학교의 실험도 있다. 이러한 

각종 수소연소 실험의 자료들올 바탕으로 System 80+ , McGuire 완전， Grand Gulf 

원전 둥에서 수소제어 설비를 통한 수소생성량과 연소량 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 

설계기준사고 또는 중대사고시 생성되는 수소의 제어를 위하여 미국은 운전중인 

대형건식격납건물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수소점화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 

으나 BWR Mark III 및 PWR 얼음웅축 격납건물에 대해서는 수소점화기 계통을 설 

치하였으며 신규원전의 경우 10 CFR 50.34(f)를 반드시 만족시쳐야 하는 것으로 규 

제하였다. System 80+의 경우 전열식 수소점화기가 셜치되었는데 격납건물 내에 

80대가 설치되었고， McGuire 원전의 경우에는 72대， Grand Gulf원전에는 총 9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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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다. 한편 EPRI는 NIS PAR에 대한 성능시험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기준사고 및 중대사고시 제어 도구로 PAR 단독 설치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에 대하여 NRC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PAR 단독적용은 가능하지만 상세 검 

토가 필요하며 특히 수소 농도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점화기를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올 밝힌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주요 발전 

소에 백열플러그점화기를 설치하였으며 PAR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PAR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결정하여 관련문제점 

에 대한 실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핀란드 독일 벨기에 둥 여러 나라에서 

현재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대처용으로 PAR의 셜치를 연구 중에 있다. 반면에 

일본의 대형건식격납건물형 원전에는 수소제어설비가 없는데 실험을 통하여 축소격 

납건물내에서의 수소거동 및 농도분포에 대한 실험결과 수소의 혼합이 원활하게 이 

루어져 대형건식격납건물에는 수소제어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얼음응축기형 격납건물에 대하여는 수소제어계통올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백열플러 

그 점화기를 선택하였다. 

제 2 철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이미 1984년부터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4년 9월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 성명올 발표하여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정부의 의 

지를 확고히 하였다. 원자력 안전 성명의 주요 내용은 원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연 

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운전중인 원전은 물론 설계중인 모든 원전에 대하 

여 PSA 방법을 사용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위험성올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신규 원전의 건설이 활발함에 따라 신규 

로 건설되는 원전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로 하고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에 대하여 중대사고 취약성올 PSA 방법올 사용한 평가를 각각 1994년과 

1997년에 완료하였으며， 후속 호기에 대하여는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운전 

중인 원전은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운전중인 원전으로 확대해 나 

갈 것이다. 한편 고리 3-4호기와 영광 1.3호기는 TMI 후속 조치에 따라 이미 1992 

년에 1 단계 PSA를 완료하였다.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에 대한 중대사고 취약성이 PSA 방법으로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규제기관은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에 

대하여 발전소별로 중대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모든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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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전 사고관리 

계획 방향 정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향 정럽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고관리계획 

수립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유 사고관리계획 수립 방향 

올 제시하였다. 사고관리계획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고관리지침서 개발에 관하여 

는 원자로 제작자가 같은 발전소들끼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사고관리지 

침서를 우선 개발하고 각 발전소는 이를 바탕을 발전소 실정에 맞는 고유 사고관 

리지침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 표준형 원전용 일반 사고관리지 

침서를 각각 개발하도록 하며 이미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의 중대사고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끝났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한국 표준형원전용 일반 사 

고관리지침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올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 중대사고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수소거동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서야 수행되고 있다. 서울대의 중기폭발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노섬용융물 

냉각수 반웅시의 모델 개발， 소격실에서의 수소혼합거동 실험 및 포항공대， KAIST 

등에서 중대사고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메커니즘 별 실험 및 이론 연구를 각각 수 

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수소혼합에 대한 국내 실험은 서울대 소 

격실 실험이 유일하며 이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소제어를 목적으로 한 

연소를 다루면서 혼합분석을 CONTAI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우가 있올 뿐이 

다. 수소연소에 대한 연구 역시 서울대 둥에서 수행되었으나 코드 해석올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경우 해석코드의 검증 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형 연소실험이므로 

그 불확실성을 고려해볼 때 국외의 실험을 참조하더라도 실험올 통한 결과를 실제 

사고시 원전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TMI-2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중대사고시 수소발생이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영향올 미철 수 있다는 

것에 각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나름대로의 규정올 통해 수소생성올 제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참조원전에 알맞은 수소제어셜비의 셜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소 

제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소가 발생하는 위치와 발생량과 발생률 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의 울진 

3.4호기에 대한 수소연소분석 및 제어설비 검토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자 

료들이 빈약한 실정이다. 수소제어와 관련한 방안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국 

내 원전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으로 크게 재결합기와 점화기를 들 수 있다. 처음 

울진 1 . 2호기에 재결합기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3.4호기에 추가로 수소점화기가 

설치됨에 따라 점화기 사용과 관련한 수소제어방법이 사고관리의 중요한 문제로 연 

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월성 2.3'4호기와 울진3.4호기에 수소점화기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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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있는데 중대사고시 작동 시접올 달리하였올 경우의 수소농도와 격납건물 파 

손확률올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촉매식재결합기 (PAR) 

의 적용이 연구됨에 따라 PAR 모텔이 포함된 해석코드를 이용한 사고해석 및 

PAR 모델의 검증， PAR모델올 사고해석 코드에 삽입하는 연구 둥이 수행되고 있 

다. 

중대사고는 그 경위나 위험도가 다양한 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고관리를 통해 작성된 사고관리지침서는 운전원이 사고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발전소가 정상상태로 회복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여러 원전 고유의 특성올 고려하여 중대사고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정량 

화 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의사결정 수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중대사 

고를 인지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계기준사고가 아니라 중대사고시에도 제대로 작동 

할 것인지 현재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계측기가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할 것인지도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다. 수소 생성과 연소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고경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시간 의존적인 동적 사고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의사 

결정을 통해 수소제어 방안올 마련하여 국내 원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철 수행된 연구결과의 위치 

국내 원전 사고 대처 방안 중의 하나로써 독자적이고 현실적인 국내 참조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중대사고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중대사 

고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중대사고를 인지할 수 있 

는 계측기를 포함하여 중대사고인지 방법론올 작성하는 것과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수소와 관련하여 적절한 제어설비로써 수소점화기 및 촉매식재결합기 (PAR)의 사용 

에 따른 의사결정수목을 연구하였다. 

수소거동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MELCOR나 MAAP4 코드 동 사고해석 코드 

를 이용한 수소 생성 및 혼합 상태를 해석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해석 

과 결과에 대한 예측에 있어 해석 모델을 실험 또는 이론적으로 검증한 경우는 드 

문 현실이다. 예를 들면 노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웅현상시 수소생성과 관련된 연 

구는 중소규모의 실험에 대한 해석적 모델과 이에 대한 상관식이 있지만 이들 모델 

은 개략적인 수소생성량올 계산해 본 것으로 검증 및 모델의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관련 국내 연구가 미홉한 것올 감안할 때， 이들 연구는 모두 외국 

원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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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철 중대사고인지 정보파악 방법론 

1. 정보파악 방법론의 개요 

사고관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US.NRC의 NUREG/CR-4177에 설명되어 있는데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올 때 사고 영향올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 종사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관리를 통한 계획된 행동과 예비 

조치는 운전원의 사고대처 능력올 향상시켜주어 사고예방이나 사고완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3- 1l 이에 대한 개요는 그림 3.1.1과 같다. 이 절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파악 및 중대사고시 계측기들의 가용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미국 INEL 에서 제시한 5단계 방법론올 설명한다[3-2]. 그림 3.1 .2와 

3 .1 .3은 제시한 정보파악 방법론의 적용과 5단계 방법론의 각 단계별 연관 관계를 

보여준다. 

제 1 단계: 대상발전소의 주요 사고경위 파악 

정보파악 방법론 제 1단계는 대상 발전소의 주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는 노심손상에 이르는 사고경위 뿐만 아니라， 격납건물 파손 

에 이르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대상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 

전성분석 (PSA) 및 원전안전성점검 OPE) 동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기여를 하는 주요 중대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예로는 발전소 정전사고(SBO)，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LOCA) ， 증기발생 

기 세관파열 사고(SGTR) ， 금수완전상실사고(LOFW) ， 과도사고(Transient) 둥이 있 

다. 각 시나리오마다 발전소 안전계통이나 보조계통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 

어야 한다. 파악된 중대사고경위들은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 

나 증기폭발， 수소폭발， 격납건물 직접 가열 둥 사고발생후의 영향이 큰 중대사고에 

대하여 그 발생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들올 지원하는 정보의 파악에 있 

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울진 3.4호기에 대한 PSA[3-3]를 통해서 내부 유발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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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25x10 6/Ry로 추정되었으며， 노심손상빈도가 높은 주요 유발사건들은 소형파 

단 냉각재 상실사고 (22 .5 %), 급수완전상실사고 03.8 %),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사 

고 03.8 %),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02.7 %),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7.7 

%), 전원상실사고 (5.8 %) 둥의 순이고 표 3. 1. 1과 같다. 이들 주요 사건들에 대한 

사고경위 해석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생략한 

다. 

제 2 단계 : 사고관리 방안 수행을 위한 정보의 결정 

정보파악방법론의 제 2단계는 중대사고 진행 전반에 걸쳐 발전소의 현 상태를 진 

단하고 중대사고관리 방안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을 통해 얻 

은 사고경위를 분석하여 각 경위마다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안전기능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인 사고경위 분석 방법은 각각의 

사고경위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중대사고 상황하에서 운전원으로 하여금 발전소 

상태를 잘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기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사고 경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기능을 이용하는 것인데， 정보파악을 위한 체계가 사고경 

위 분석 방법보다 더욱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 구조는 먼저 전체적인 사고관리의 

목적인 안전목적에서 출발하여 계층적인 수목구조를 이루며 사고관리 전략과 안전 

목적간의 관계를 안전기능을 통해 연결시킨다. 일단 안전목적과 사고관리 방안과의 

관계가 확립되면， 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고관리를 수행하는 운전원의 역할은 안전목적이 달성되도록 여러 조치들을 수 

행하는 것이고， 안전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요 안전기능이 수용한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안전기능에 위협이 되는 인자는 중대사고 현상이나 발전소 계통 

의 작동과 관련된 제반 현상으로부터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운전요원들은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현상들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여러 전략들을 선택하고 구 

현하는 것이다. 

안전목적수목[3-4]은 발전소 운전원의 필요 정보를 조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안전목적수목을 작성하여 각 가지들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펼요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첫째， 발전소 안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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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지를 파악한다. 둘째， 발전소 안전을 위협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중대사고 현상들올 완화하고 방지할 샤 

고관리 전략올 선택하고 수행할 뿐 아니라 수행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감시한 

다. 

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수정보표를 작성한다. 필 

수정보표의 각 행에는 안전목적수목에 있는 안전기능， 물리적 원리， 사고관리전략 

으로 나누고， 각 열에는 필요정보， 직접정보 제공원 , 간접정보 제공원， 가용한 계측 

기 동의 항목으로 나눈다. 안전기능 칸에는 안전기능이 수용 한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펼요한 정보들을 기록한다. 현상 칸에는 안전기능올 위협 

하는 특정한 현상올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실재로 안전 기능을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시 항목과 차후에 그러한 현 

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해주는 전조(Precursors)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한 

다. 

사고관리 전략 칸에는 사고관리 전략의 선택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는 

데， 전략 선택기준， 전략수행， 전략의 효과 둥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전략 선 

택기준 항에는 주어진 상황하에서 전략의 효과에 영향올 미치는 현재의 발전소 상 

황 등을 고려하여 어떤 전략올 수행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정보들이 기술된다. 전 

략수행 항에는 사고관리 전략이 의도했던 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전략의 효과 항에는 수행된 전략이 안전기능에 의도했던 대로의 

효과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기술한다. 정보표의 열에 있는 항목들은 

파악된 정보 자료， 그 요구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 제공원，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 

존 계측기들이다. 정보 제공원에는 직접 정보 제공원과 간접 정보 제공원으로 나누 

는데， 직접 정보 제공원은 특정 조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원이고， 간접 정보 제공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일반 

적인 다양한 상황에서는 모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정보 제공원올 말한다. 

제 3 단계: 계측기의 측정능력 규명 

정보파악 방법론 제 3단계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존 계측기들을 파악하 

는 것이다. 중대사고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계측기의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파악되어야 한다. 계측기 역량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 

소 두 가지는 계측기의 측정범위와 계측기와 관련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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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분석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계측기의 역량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그 계측기는 중대사고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존 계측기 중 정보파악 

에 펼요한 계측기들은 발전소별 P&ID나 계측기 목록 둥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 

다. 표 3. 1. 2는 현존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측기가 제 기능 

을 상실할 제약 조건들은 정보파악 방법론 제2단계에서 파악된 요구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게 될 상황들을 파악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중대사고시 열악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계측기나 연결 케이블， 접속기 

구， 전극， 신호조절장비들의 설치 위치 

2) 계측기들의 측정범위 

3) 온도， 압력， 습도， 방사선 준위 등의 계측에 대한 계측기의 자격범위 

4) 계측기 성능에 대한 자격범위를 초과함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제반 정보 

5) 계측기 전력공급원이나， 비상전력， DC Bus, 보충수， 기기냉각수， 계측기용 

공기 등 계측기와 관련된 보조기기들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계측기 

의 성능 

6) 현존 계측기들이 제공할 수 없는 정보， 즉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계측기 

의 파악 

7) 중대사고시 고준위 지역이나 고온지역과 같은 열악한 상황 때문에 접근 

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계측기들 

이러한 내용들은 정보파악 방법론 제5단계에서 수립할 계측기 가용도 평가시에 

정보파악 방법론 제4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사용될 것이다. 

제 4 단계: 중대사고시 원전상태분석 

정보파악 방법론 제 4단계의 원전상태분석은 3단계에서 파악된 계측기들의 측정능 

력과 비교하기 위하여 중대사고시에 원전 주요 부위의 물리적 변수들이나 환경 등 

을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해야 할 내용에는 첫째， 원자로 냉각재 계통， 격납건물， 

보조건물， 터빈건물 내에서 계측기 고장올 유발시키거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위험 

한 환경과 파악되어야 할 변수들은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준위 둥이고， 둘째， 계 

측기 고장으로 연결되는 계측기 관련 보조 기기 들의 고장， AC 전원 고장， 보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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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계측기 에어공급 실패 둥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대사고시의 원전상태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정보파악 방법론 제 1단계에서 파악된 주요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 

한 사고 해석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대사고 해석은 실재와 가까운 물리적 

현상이어야 하며， 계측기가 위치해 있는 주위에서 온도 압력 습도 및 방사능준위 

의 변화를 해석해야 한다. 

계측기의 가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대사고 상황은 중대사고가 계속 진행하는 동안 

변화하며， 그에 따라 다른 안전기능이 위협받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중대사고 현상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 

로 냉각재 계통이나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기준으로 사고경위들 

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5개의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상태 1 이 상태는 중대사고의 발생초기 시점에서부터 노심이 노출되는 시 

점까지이다. 이 상태에 해당하는 운전원 지침서는 현존 발전소 비 

상운전절차서에 포함되어 있다. 

상태 2 : 이 상태는 노심노출 시점부터 냉각능력의 부족으로 핵연료 가열이 

계속되어 핵연료가 용융되는 시점까지이다. 

상태 3 : 이 상태는 핵연료 및 피복재의 용융과 재배치 시점에서부터 피막 

층 형성과 용융 물질의 하반구내 재배치 시점까지를 나타낸다. 사 

고경위에 따라서는 수소폭발이나 수소연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태 4 : 이 상태는 용융노심 파편이 원자로 용기의 하부에 쌓여 원자로 하 

부 용기 손상이 되는 시점까지를 나타낸다. 이 상태에서도 사고경 

위에 따라서는 수소폭발이나 연소가 발생할 수가 있다. 

상태 5 : 이 상태는 원자로 하부 용기 파손 이후의 시점으로 격납건물내에 

서 노심파편물과의 반웅이 시작된다. 이 상태에서는 격납건물 고 

압， 수소연소， 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웅에 의한 공동 용융파손 

동으로 인한 격납건물 파손 사고가 발생활 수 있다. 

각 사고경위에 대한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준위의 변화 그래프에 다섯 가지 

상태별로 분류하여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각 상태별로 변화값의 최대， 최소값을 표 

식화 하여 정보파악 방법론 제 3단계에서 파악된 계측기 고장조건과 비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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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단계 : 계측기 가용도 평가 

정보파악 방법론 제5단계에서는 3단계 4단계에서 수립한 결과들올 바탕으로 중 

대사고시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계측기 가용도 평가시에는 계측기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조건과 계측기의 사용환경에 대한 자격조건이 초과되는 지， 

계측범위를 초과하는 지， 계측기 보조시스템 (전원， 계측기 에어， 보충수 둥)의 고장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 변수들의 최대값과 각 계측기에 대하여 

명시된 가용범위를 비교함으로써， 첫째， 사용환경에 대한 자격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가용한 계측기들， 둘째， 미량 초과 시에 성능저하 가능성이 있는 계측기 

들， 셋째， 자격조건을 상당량 초과하여 성능저하 현상을 나타내는 계측기들， 등 계 

측기를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항목에 속한 계측기들은 좀 더 상 

세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대사고시 운전원의 원전상태파악과 

사고관리 조치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정보이지만，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 

측기가 현재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다. 추가적으로 꼭 설치될 필요 

가 있는 계측정보와 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계측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심 재배치 상태 정보 

노심에서 생성된 열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면 노심의 온도가 상승하여 노심내의 

핵연료， 피복재， 제어봉， 기타 지지 구조물 들이 용융되어 하반구로 흘러내리는 재 

배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재배치 현상에 대한 정보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노내 

구조물의 재배치 정도에 따라 사고관리 전략에 대한 선택 기준과 사고관리 목표에 

대한 방향을 판단하게 해준다. 즉， 노내 생성 열제거와 관련된 사고관리 전략을 수 

행해야 할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략을 수행해야 할지， 아니면 격납 

건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발전소에는 이러한 노심 재배치 상태를 직접 

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계측기가 없다. 단지， 간접적으로중성자속 계측기를 이용 

하여 노심 재배치 정도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원자로용기 하반구 건전성 정보 

노심내 용융물질들이 재배치되어 하반구로 닥하되었는지， 얼마만큼 낙하되었는지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자로용기의 파손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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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전자로 하여금 원자로용기의 상태파악과 사고관리 전략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하반구내의 용융물 낙하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 

측기는 없으며， 추가적으로 원자로용기 하반구의 외벽에 온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원자로 용기 하반구 파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외벽 

관찰용 CCD Camera 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 원자로 공동범람 전략과 관련된 정보 

원자로 공동범람 전략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로용 

기 파손후 흘러나온 용융물들이 원자로 공동의 콘크리트 바닥과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공동을 물로 채우는 사고관리 방안이다. 이 방안은 외국에서 수행된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전략이므로 중대사고관리 

전략으로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고 이 방안과 관련한 펼요 정보 지원 계측기가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펼요한 정보로는 우선 공동범람을 시키기 위한 공동범람 시스 

템과 관련한 시스템의 정상 및 고장 상태， 전원유무， 저장량에 대한 정보 둥이 있 

고， 전략수행후의 전략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로공동의 수위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요구된다. 

2. 사고관리방안 수행을 위한 정보의 결정 

가. 안전목적수목 작성 

울진 3.4호기의 중대사고관리를 위한 필요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목적수목 

을 이용한다. 안전목적수목은 계층적 구조를 띠는 수목으로서 각 계층은 궁극적 안 

전목적， 안전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안전기능，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인 

자들， 위협인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물리적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거 

나 완화시키기 위한 사고관리 전략 둥으로 구성되어진다. 먼저， 안전목적은 사고관 

리의 세 가지 단계적 목표인 원자로 용기내 사고관리，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 

한 사고관리， 핵분열 생성물의 외부 환경 유출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사고관리 둥에 

기초를 두고 그에 상웅하는 세 가지 안전목적이 정해졌다. 이 세 가지 안전목적은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 핵분열 

생성물 외부 유출 완화를 위한 안전목적 둥으로 구분되어진다 [3-5]. 각각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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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성 분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 구조 및 목적수목에 

위한 안전목적수목(그림 3. 1.4)은 노심을 보호하거나 용융 

가두어 두기 위한 사고관리전략을 연결시키는 수목으로서， 

초기 진압 효과뿐만 아니라 용융노심이 격납건물로 분출 

되었을 때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큰 중대사고 현상에 

보다 사고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훨씬 용이한 편이다. 원자로용기 

한 안전목적은 두 가지 안전기능을 유지시킴으로서 가능하다. 

대사고 중지 및 완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심에서 발생된 

노심냉각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에 관한 안전기능이 원자로 

기능이다. 두 번째 안전기능은 원자로용기의 

노심올 원자로용기의 하부에 가두어 두는 

1)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수목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원자로 용기내에 노심을 

대한 사고관리 

파손방지를 위 

노심손상 이후의 

열을 제거하고 

주
 
。

보호와 사고의 원자로용기 

냉각재 계 

유지시키 건전성을 

기능올 위한 것이 

유지 

장기적인 

열제거 통의 

재배치된 기능으로 
」

l • 

다. 

안전기능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열제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에는 두 가지 위협인자가 

있다. 증기발생기의 열제거 능력의 불충분함으로 발생하는 이차 측의 불충분한 냉 

각과 증기발생기 열제거 기능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일차 측에서 발생하는 

불충분한 냉각이 있다. 

가) 원자로 냉각재계통 냉각 유지 

일차 측의 

브르 

압력 

능력 

부족하 

발생할 

고안과 

전략은 

위협인자가 이차 측의 불충분한 냉각일 경우 이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이차 

냉각수량이 일차 측 냉각수의 열을 제거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와 이차 측 

이 너무 높아 해당온도가 일차 측 온도보다 높올 때， 그리고 냉각수의 열전달 

이 순조롭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차 측 냉각수량이 

게 되는 원인은 이차 측 급수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급수저장량이 부족할 때 

대한 사고관리 전략은 이차 측 급수에 필요한 방법의 

확보이다. 두 번째로 이차 측 압력 조절에 관한 사고관리 

불충분한 냉각 (1) 이 차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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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측 유출로서 증기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수동 또는 제어실에서 밸브를 열므 

로써 가능하다. 세 번째로 냉각수 열전달 능력의 불충분 문제는 노심에서 고온의 

열이 발생되고 있고，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가 정지되어 있거나 자연순환이 제대 

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고관리 방안들은 RCP를 재시동 시 

키거나 일차냉각계통에 냉각수를 추가 공급하거나 저장량의 확보 등이다. 

(2) 일차 측의 불충분한 냉각 

위협인자가 일차 측의 불충분한 냉각일 경우 이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은 일차냉 

각계통 내에 냉각수 량이 불충분할 때와 일차냉각계통 압력 조절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노심의 임계제어를 실패했올 때 둥으로 나눌 수 있다. 일차냉각계통 내의 

냉각수량의 불충분 현상에 대한 사고관리 전략은 일차냉각계통 내의 충수 (Feed) 전 

략이 있으며， 일차냉각계통 압력조절이 실패했을 때의 사고관리 전략으로서는 일차 

계통 유출(Bleed) 운전으로서 PORV와 같은 밸브를 개방시키는 전략이 있다. 노심 

의 임계제어 실패로 인한 현상은 제어봉 구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실패 등으로 인하 

여 부반응도 삽입이 불충분했올 때나 붕산농도가 회박한 냉각수가 주입되고 제어봉 

구조가 노심과 함께 용융되어 재배치되었을 때 재임계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으로， 이를 위한 사고관리 전략은 제어봉 삽입과 관련된 대체방안 및 붕산수 

삽입 방안과 붕산수 저장량 확보 둥이 있다. 

나) 원자로 용기 건전성 유지 안전기능 

노심과 원자로내부 구조물들이 용융되어 재배치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 용기 파 

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올 수행하기 위하여 재배치된 용융물을 원자로 용기내에 유 

지하는 사고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이 시기에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인 

자는 원자로용기 고온 위협인자와 원자로용기 고압 위협인자로 나눌 수 있다. 

(1) 원자로용기 고온 위 협 인자 

원자로용기의 고온 위협인자를 유발시키는 현상에는 용융노심의 재배치 현상이 

냉각가능 형상으로 재배치되느냐 아니면 비냉각 형상으로 재배치되느냐에 따라 두 

개의 현상으로 구분된다. 냉각가능 형상으로 노심이 재배치되었을 때 노내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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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냉각수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충분한 노내 냉각수 저장량 

과 비냉각 형상으로 재배치되었을 때의 불충분한 노심 냉각 상태로 나눌 수 있다. 

냉각수 저장량 현상에 대한 사고관리 전략으로서는 

주입과 관련한 일차계통 충수 및 유출운전이 있고 불충분한 노심 냉각 상태 

대한 사고관리 전략은 노내에서는 일차계통 충수 및 유출 운전을 수행하고， 원 

자로용기 외부에서는 외벽을 냉각시키는 공동범람 방안이 유력하다. 

냉각시킬 

냉각수 

현상 

노내 노내 한
 

분
 

츠
 
。불

 

에 

고압 위협인자 (2) 원자로용기 

고압 위협인자를 유발시키는 현상은 부적절한 원자로용기 압력조절이 

일차 측 유출 운전이다. 

원자로용기 

일차계통의 감압으로써 전략으로서는 다. 사고관리 

안전목적수목은 원자력발전소 최종 방호벽인 격납건물을 유지하기 

관련된 수목이다. 중대사고시에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 

위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3. 1.5와 같은 안전목적수목을 작성하여 격납건물 보 

위한 사고관리 전략과 연결시킨다.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가지 안전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 격납건물 내의 압력을 적절히 

고압으로 인한 격납건물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압력조절 

안전기능이다. 둘째， 격납건물 내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고온으로 인한 격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온도조절 유지 안전기능이 

다. 셋째，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미사일 둥으로부터 격납건물 구조물의 건전성을 유 

지해야 한다. 이것이 구조물 유지 안전기능이다. 각각의 안전기능에 대한 위협인자， 

유발 현상， 사고관리 전략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2)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수목 

위한 번째 c 
T 

것을 

위한 안 

조절 

방출되는 안전목적과 

세 

유지 

납건물 

-
호
 

막기 

하여 

。

τ二r

안전기능 

압력조절 유지안전기능을 위협하는 인자에는 격납건물의 

증가시키는 저속가압 위협인자와 급격한 압력 상승을 유발시키는 고속가압 위 

협인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속가압 위협인자의 경우는 격납건물 보호를 위한 사 

펼요한 격납건물 진단 및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충분하므로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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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서 

가)압력조절유지 

격납건물내의 

서히 

고관리에 



제가 되지 않지만， 고속가압 위협인자의 경우는 대부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고， 현상자체에 대한 조기진단과 불확실성이 많아 사고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1) 저속가압 위협인자 

저속가압 위협인자는 격납건물 내의 불충분한 열제거와 비웅축 기체 (수소， 일산 

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불충분한 열제거를 완화 

하기 위한 관리전략으로는 팬 냉각기 가동 살수계통 가통 배기 전략 등이 있고 

비응축 가스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재결합기 및 점화기 설치， 배기 

전략 등이 었다. 

(2) 고속가압 위협인자 

고속가압 위협인자로 인한 격납건물 파손은 일반적으로 그 진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단한다 하더라도 사고 조치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를 유발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고속가압 위협인자에 해당되는 현상들에는 원자로용기가 파열될 때 고압 

용융노심이 직접 격납용기로 분출되는 직접 격납건물 가열연소기체의 생성과 폭발， 

저압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기폭발， 그리고 원자로용기 파열시에 분출되는 고 

온의 증기와 물이 격납건물을 가멸하는 현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현상들에 대 

한 사고관리 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 DCH 현상의 예방 및 효과 완화를 위한 사고관리 방안들로는 분출하는 용 

융노섬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일차냉각계통 감압과 격납건물의 합력조절을 

위한 배기， 분출되는 노심 용융물을 가두어 두기 위한 공동범람， 장벽 설치 

등이 있다. 

2. 연소가스 폭발 현상에 대한 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발생기체의 제거를 위한 

재결합기 및 점화기의 설치와 격납건물의 압력조절올 위한 배기 전략이 있 

다. 

3. 증기폭발에 대한 사고예방 및 완화 조치는 우선 증기폭발이 일어나지 않도 

록 물을 제거하는 것과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4. 원자로용기 파열시에 분출되는 고온의 증기와 물로 인한 격납건물의 가열현 

상올 막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원자로용기 파열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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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살수기， (팬 위한 시스템들 열제거를 격납건물내의 

배기 등)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전략들로는 조~ 
D 

안전기능 나)온도조절유지 

인한 관통 고온으로 인자는 위협하는 안전기능을 유지 온도조절 내의 격납건물 

관통， 

발생되 

있다. 

라이너 등에서 국부적인 인장으로 

수 있다. 이 인자는 온도유발 퇴화 현상으로 

냉각시스템인 팬 냉각기， 살수기 둥을 작동시 

인하여 

파손과 원자로공동 바닥의 용융파손이 

일으킬 

격납건물내의 

(1) 관통 및 젤 파손 위협인자 

격납건물내의 온도가 상승하면 

봉합， 젤 부분의 

며， 이의 방지를 

요E
 
여
，
 

손
 
하
 

파
 
위
 

및 피막， 봉합 등의 

켜야 한다. 

(2) 공동 위협인자 

용융파손 위협인자는 고온의 용융노심이 원자로공동 바닥의 콘크리트와 반웅함으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한 사고관리 전략으로는 원자로공동을 물로 채우는 공 

동범람과 추가적인 장벽올 설치하는 것이다. 

로써 

안전기능으로서의 구조물 유지안전기능은 격납건물 내부의 

미사일로부터 격납건물의 파손올 보호하는 것이다. 내부유발 

인한 미사일과 수소폭발로 인한 미사일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증기폭발로 인한 미사일올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벽을 

용기 내부를 건조시키는 것， 일차냉각계통을 고압상태에 유 

있다. 실제 원자로용기 건조화와 일차냉각계통의 고압유지는 

사고관리 전략과 상충되는 전략이지만， 방안들간의 적절한 

전제로 하고 제시하였다. 수소폭발로 인한 미사일 현상을 방지하기 

전략으로는 추가 장벽설치 및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사고관리 

재결합기， 점화기 설치와 배기 전략 등이 있다. 

현상으로부터 

미사일로는 

켜 
/、

안전기능 

증기폭발로 

으로 알려져 있다. 노내 

것과 

다) 구조물 유지 

번째 

발생되는 

노내 

서1 

다른 

조절이 

전략 

원자로 

등이 

랙
 않
 

수
’
 

-/ 

적
 

는
 

목
 
되
 

전
 
구
 

아
」
 요
 
위한 사고관리 

설치하는 

켜 
<지하는 

과 관련된 

3) 핵분열 생성물 외부유출 완화를 위한 안전목적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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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 외부유출 완화를 위한 안전목적수목은 격납용기의 손상이 있을 경 

우， 핵분열 생성물의 격납건물 외부로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관리와 관련 

된 수목(그림 3. 1. 6) 이다. 핵분열생성물의 외부유출 완화를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안 

전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격납용기 고립 실패， SGTR, ISLOCA 와 같 

이 핵분열생성물이 격납건물내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격납건물 외부로 유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핵분열생성물 확산 조절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격납 

건물 대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핵분열 생성물의 조절 유지이고， 셋째는 격납건물내 

의 물 속에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조절기능올 유지하는 것이다. 각 안 

전기능에 대한 위협인자 현상 사고관리 전략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가) 핵분열생성물 확산 조절 유지 안전기능 

핵분열 생성물의 격납건물 외부로의 확산은 격납건물 고립시스템의 초기 작동 실 

패 및 작동 중 실패로 인하여 핵분열생성물이 격납건물 외부로 누출되는 현상이 있 

고， SGTR나 ISLOCA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일차냉각계통 내의 핵분열생성물이 

격납건물로 우회되는 현상이 있다. 고립실패로 인한 누출현상올 정지 및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재고립 시도， 배기， 살수계통의 작동 둥이 있고， SGTR이나 

ISLOCA로 인한 격납건물 우회 누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누출량올 

줄이기 위한 일차냉각계통 감압， 파손부위의 충수 퉁이 있다. 

나) 격납건물내 대기중의 핵분열생성물 조절 유지 안전기능 

이 안전기능은 격납건물내 대기 중에 있는 핵분열생성물의 량을 줄엄으로써 격납 

건물 파손 시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량올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격납건물 대기 중의 핵분열 생성물은 두 가지 형태로 확산되는 데， 에어로졸 형태 

와 기체형태 확산이다. 격납건물 대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핵분열 생성물의 량과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는 살수기 살수 필터기 화학반웅올 통한 핵분열 생성물 

감소 둥이 있다. 가스타업의 확산과 관련된 전략에는 화학반웅올 이용하는 것과 격 

납건물 내부를 한냉으로 유지시켜 확산올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다) 격납건물내 물 속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조절 유지 안전기능 

이 안전기능은 격납건물 내부에 폰재하는 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 

물이 물속에서 방출되는 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안전기능이다. 위협 

인자는 물에서부터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이며 이에 기여하는 현상에는 물의 pH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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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낮아져 핵분열 생성물 보유 능력이 감소되는 현상과 물의 가수분해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생성， 그리고 고온으로 인한 물의 대류현상과 관련한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산성화된 물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염기성물질 

첨가와 희석 방법이 있고， 가수분해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에도 희석 방법이 가능 

하고， 고온상태인 물은 냉각수나 냉장수의 주업 방안이 었다. 

나. 펼수정보 결정 

중대사고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정보의 결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 안전기능의 상태 감시 

·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인자 조사 

· 가능하면 안전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현상올 확인 

· 얀전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방안 결정과 수행 

· 유효성 결정에 따른 방안의 수행 감시 

위의 내용들은 안전목적수목과 연관되며 안전목적수목의 가지를 나눔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된다. 첫째 최종적인 안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기능들의 상태들이 한계치 내에서 적절히 유지되 

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징후나 현상들이 일어나 

고 있는지 또는 임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위협 현상들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의 유효성과 실행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한 것이 필수정보표이고 

표 3. 1. 3은 압력용기 파손과 관련한 펼수정보표이다. 압력용기 파손에 이르는 경우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일차냉각계통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아 노내의 

열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표 3.1.4는 격납건물 

파손과 관련한 펼수정보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 

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소 생성과 그 폭발이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미치는 시나리 

오를 선택하였다. 표 3. 1. 3에서 정보의 다섯 단계와 관련된 행들은 안전목적수목의 

단계틀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펼수정보표에서 첫 행은 안전기능 (Safety Function)과 

관련된 것이다. 이 행은 허용되는 안전 한계 내에서 어떤 안전 기능들이 유지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행은 안전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수한 물리적 현 

상을 나타낸다. 물리적 현상을 확인하는 것에는 크게 지시(Indicator)와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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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rsor)가 있다. 지시들은 현상틀이 실제로 일어나고 안전기능에 위협올 주고 

있을 때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반면에 전조정보는 현재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지 모르는 물리적 현상들올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마지막 세 행은 

안전목적을 위한 방안의 선택과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의 하나가 선택 기 

준 (Selection Criteria)~ 데 이는 사고관리 방안들이 작동할 수 있고 유효하다는 발 

전소 조건의 고려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안들이 선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펼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방안 시작(Strategy Initiation) ~데 의도 

한 바대로 방안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나타낸다. 마지막 

으로 안전기능이 위협받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방안들이 유효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 

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유효성 (Strategy Effectiveness)이다. 표에서 

각각의 열들은 필수정보Onformation Needs}와 직 • 간접 정보 인자들인데 직접 정 

보는 안전목적수목에서 특수한 조건들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안전기능이 압력조절올 나타낸다면 안전기 

능에 대한 위협인자를 이해하는데 대한 직접적인 정보 인자는 압력 계측기이다. 간 

접적인 정보 인자는 펼요한 정보를 유추하는데 사용되지만 조건에 따라 정보인자가 

모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다. 가용 정보 확인 

발전소에서는 고유의 특이한 필수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관련해서 가용한 계 

측기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설계된 것과는 달 

리 중대사고에 대하여 계측기의 측정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측기의 

능력을 규명하기 이전에 다양한 사고경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 

그리하여 섬각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측장비의 확인이 중 

요하다. 실제 원전에 적용해서 평가할 경우 필수정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고려되는데 여기서 대형 건식 PWR의 현존 계측기에 의해 만족되지 못하 

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 노심용융물 재배치 상태 

· 하부 플레넘 냉각수 재고량 

· 하부 헤드 온도와 건전성 

· 격납건물 관통 건전성 

· 건물바닥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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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높이 

· 격납건물내 미사일의 존재 

라. 오류 정보 확인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올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제어방안이 선택되어야 하고 그러 

기 위해서는 관련정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은 계측기의 역할이다. 그 

러나 계측기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운전원이 실수할 여지가 있으며 그 첫째는 계 

측기가 측정 영역 밖에서 작동하여 잘못된 자료를 받았을 경우이고， 둘째는 계측기 

손상된 상태의 정보를 받았올 경우， 마지막으로 측정한계에 대한 고려없이 간접적 

인 정보를 통한 유추에 의해 그릇된 정보를 접하였올 경우이다. 운전원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유추되는 인자들이 

다. 이들은 크게 20가지 정도 되는데 중요성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기 

준에는 사고시 관리방안을 수행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고려 

된다. 중요한 간접적인 정보인자와 관련한 필수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심 손상 정도 

· 일차냉각계통 재고량 

· 핵연료 피복재 온도 

· 격납건물 누설 위치 

.ISLOCA 격납건물 관통 위치 

3. 사고관리 관련 물리적 변수와 계측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보파악 방법론의 제 4 단계는 원전상태 분석인데 이와 관련 

한 물리적 변수들은 표 3. l.5와 같이 계측기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그 사고시 각 변수들의 추정치가 계측기의 측정범위 한계치 내에 있다는 전제하에 

신뢰성을 가진다 

가.압력 

1) 열차냉각계통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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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차냉각계통 압력 

일차냉각계통 압력은 중대사고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변수로써 일차냉각계통 압력 

으로 일차냉각계통 내에 제어할 수 없는 파단이 있는지 또는 일차냉각계통 내로 냉 

각재를 주입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게다가 고압 용융물 방출(High 

Pressure Melt Ejection) 가능성올 판별할 수 있다. 일차냉각계통 압력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RCP 후단에 있는 압력계 및 가압기 압력올 통하는 것이 있 

고， 안전주입탱크 압력 및 ECCS 유량 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다. 루프 

당 1 개씩 총 2개의 압력계가 있는데 측정범위는 0-282 kg/cm 2 (0 -4,011 psia)이며 

측정오차는 ::t 1 % 이다. 

나) 가압기 압력 

가압기 압력 지시계는 일차냉각계통 감압올 확인하는데 유용성이 있다. 가압기 

압력을 재는 압력계는 기동시 사용하는 압력계가 4개 있으며 측정범위는 o - 52 

kg/cm2 이고， 출력 운전 중에 사용하는 o - 210 kg/cm2 범위의 압력올 측정하는 

광역 지시계가 4개 ， 105 - 175 kg/cm2 범위의 압력을 측정하는 협역 지시계가 10 

개가 었다. 

다) 안전주입탱크 압력 

안전주입탱크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o - 50 kg/cm2 으로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유용하다. 측정오차는 ::t 1%로 이 범위의 측정기 중에서는 매우 정확한 것이다. 그 

러나 안전주입탱크 내의 질소가스가 일차냉각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 

하여 안전주입탱크의 냉각재가 일차냉각계통 내로 주입된 후에는 안전주입 탱크를 

즉시 일차냉각계통으로부터 격리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일차냉각계통 압력올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안전주입탱크의 냉각재가 일차냉각계통 내로 주업되면 일차냉각계 

통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안전주입탱크의 역지밸료가 닫히게 되므로 안전 

주입탱크의 압력으로 일차냉각계통 압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안전주입탱크의 

압력변환기는 변환기의 위치와 일차냉각계통 냉각재가 안전주입탱크로 역류하지 않 

기 때문에 중대사고 동안 높은 온도에 노출되지 않는다. 

라) ECCS 유량 

냉각수가 일차냉각계통 내로 주입되고 있고， 펌프의 성능 저하가 없다면 노심회 

복을 위한 일차냉각계통 냉각수 주입율올 이용하여 주입되고 있는 ECCS 유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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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대로 작동 일차냉각계통 압력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펌프들이 

전제하에 일차냉각계통 압력을 유추하는 것으로써， 중대사고 환경하에 

있지만 다른 측정 방법올 보조할 수는 있다. 

해당하는 

있다는 하고 

/-‘ 
T 정확도가 떨어질 서는 

2) 증기발생기 압력 

첫째，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주입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고 

크립 파열이 중요한 관심 사항인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변수이다. 일차 측과 이차 측의 압력차이를 작게 하거나 부압이 걸리게 함 

파열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증기발생기 압력을 측정하는 

력계는 증기발생기 당 압력계가 4개가 있으며， 측정 범위는 o - 100 kg/cm 2 이다. 

또한 주 증기관 중 증기발생기 안전밸브 전단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증기관에서 2곳， 총 4곳에 있으며， 위치는 격납건물 외부에 있다. 측정 

범위논 O ~ 100 kg/cm2 이고， 측정오차는 ::t 0.5 % 이다. 중대사고 중에도 주 증기 

관은 설계 압력 및 옹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압력계 지시치는 중대사고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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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 

압력계는 격납건물이 과압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가를 판정하는데 

펼요하다. 또한 격납건물 압력은 격납건물 대기가 불활성이 되었는가를 판정하데 

사용하는 입력 자료 중의 하나이다. 격납건물 압력계는 두 종류가 있다. 정상 영역 

압력계는 4개가 있으며， 측정범위는 - 300 - 1,200 cmH20 이다. 정상 

넓은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는 4개가 있으며， 측정범위는 

이다. 센서와 트랜듀서는 모두 보조건물 내에 있다. 이들 

환경 (온도， 습도， 압력 및 방사선 환경)이 정상운전과 비교할 때 

때문에 선서와 트랜듀서가 이로 인하여 실패하지는 않는다. 따 

지시치는 중대사고 전과정 내내 신뢰할 수 있다. 

3) 격납건물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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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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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도 

1) 노섬온도 



핵연료의 온도는 중대사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실제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핵연료 온도를 가장 근접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노심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들은 핵연료 실제 온도와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핵연료 온도를 유추할 수 잇는 방법으로 고온관 RTD와 과냉각 여 

유도 감시기가 있다. 

가) 노심 출구 열전대 

노내계측계통은 노내검출기 집합체들 각각의 내부에 K형 (Chromel-AlumeD 열 

전대를 포함하고 있다. 노섬 출구 열전대 (Core Exit Thermocouple)는 냉각재가 혁 

연료 집합체를 빠져나갈 때의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노심 가열의 정 

도를 측정한다. 그림 3.1.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심 출구 열전대는 두 선의 크로 

벨-알루멜 (Chromel-AlumeD 온도검출기로， 인코넬로 싸여 있고， 산화 알루미늄으로 

절연이 되어 있으며， 모두 457H 가 있다. 크로멜-알루벨 검출기 한 쪽 끝은 용접되어 

있으며 다른 쪽은 검출기 회로에 연결되어 있다. 열전대는 노내 계측기 집합체 끝 

부분에 (핵연료 상부 약 13cm 정도) 위치하고 있으며， thimble 튜브 벽을 통하여 

유체의 온도를 감지하게 된다. 크로벨-알루멜 열전대의 측정 범위는 32 - 2,300 OF 

(0 - 1,260 OC) 이며， 광역 온도에서도 신뢰성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 

상운전 상태에서는 15 OF 정도의 오차를 가지나 1,200 oF가 되면 100 - 200 oF 의 

오차가 된다. 비록 2,3000 F 까지 측정이 가능하지만 신뢰할 만한 값은 1,800 oF 

(982 OC) 정도까지이다. EG&G Idaho에서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열전대의 수명동 

안 감지기의 성능저하를 고려하면 1,600 oF (871 "C)까지 지시기로서의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온도를 넘기게되면 열전대 구성요소들 사이에 전기 

적 분로 (electrical shunting) 가능성으로 심각한 오류를 유발시켜 실제 온도보다 

낮은 계측값을 보여 줄 수 있다. 노심이 과열되고 용융되어 하반구에 재배치되는 

동안 CET는 계속해서 출력신호를 보내지만 계측온도는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온도에 따른 CET의 한계치는 표 3. 1.6와 같다. 

나) 고온관/저 온관 RTD 

고온관과 저온관의 냉각재 온도는 저항온도검출기 mTm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고온관과 저온관 모두 광역 RTD 4개씩과 협역 RTD 107H 씩을 갖고 있다.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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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는 측정 범위가 0-400 'c 로써 발전소 기동시， 정상 운전시， 정지시 그리고 설 

계기준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감시하는데 사용한다. 협역 RTD의 측정 범위 

는 고온관의 경우 250-350 'C , 저온관의 경우 230-330 'c 로써 원자로 보호계통 

내에서 사용되는 원자로 냉각재 루프 온도차 및 평균 온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비록 RTD의 측정 상한은 752'F(400'C) 이지만 1,100 'F(593 'C) 까지도 작동한다. 

이 온도에서 RTD의 특성이 바뀌어 측정의 정확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일차냉각계통 압력에서 이 온도는 포화상태를 넘어서기 때문에 노심이 노출되고 과 

열 증기가 생성됨을 나타낸다. 1,100 'F를 초과하여 1,900 'F (1 ,038 .C) 까지도 사용 

할 수는 있지만 이 때에는 열전대 요소들 사이에서 전기적 분로에 따른 가능성이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제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지시할 수 있다. 

2,300 'F (1,260 'C)를 넘어서게 되면 계측기의 파손이 발생한다. 

노심손상의 초기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고온관에 이상류가 흐르는 것 

이다. 노심 쪽으로부터는 과열 증기가 증기발생기 쪽으로 흐르고， 응축된 포화액은 

다시 압력용기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이상류의 층류가 형성된다. RTD는 그 특성상 

응축된 증기보다는 과열 증기를 감지하게 된다. 만약 노심 손상 이후에 일차냉각계 

통으로의 냉각수 주입 성공에 따라 일차냉각계통관에 다시 수위가 어느 정도 형성 

되면 이전의 고온 가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일차냉각계통 관에 있는 RTD에 의한 

고온관 유체 온도의 측정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고온관 RTD의 경우와는 달리 만약 

노심 손상 이후에 일차냉각계통으로의 냉각수 주입이 성공적이고 일차냉각계통관에 

다시 수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우회 RTD 또는 루프 RTD를 통한 저온관 냉각수 

의 측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 이는 노심 회복 이전에 고온의 가스에 의해 저온관 

RTD 또는 저온관 우회 루프 RTD가 손상을 받지 않음올 의미한다. 결국 중대사고 

동안 일차냉각계통 고온관과 저온관 온도 지시는 실제의 상황을 알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압력용기 내부에서 손상된 노심의 회복 이후에는 저온관의 온도 측 

정이 고온관의 측정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과냉각 여유도 감시기 

과냉각 여유도 감시기 (SMM)는 여러 압력 검출기와 온도검출기들의 측정치를 근 

거로 하여 계산된 값을 표시한다. SMM의 업력은 CET, 고온관 RTD 및 일차냉각 

계통 압력이다. 고온에서 CET 와 RTD의 정확도가 상실되기 때문에 SMM은 노심 

이 상당히 손상된 이후에는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다.SMM의 지시치의 오차는 압력의 함수이기 때문에 일차냉각계통 압력이 저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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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특히 신뢰할 수 없다. 

2) 격납건물 온도 

격납건물 온도는 격납건물 관통부 또는 격납건물 계측기가 고온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가를 판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격납건물 압력은 노섬-콘크리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주 수단이다. 격납건물 온도 센서는 안전둥급이 아니 

며， 따라서 사고시에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납건물 온도는 중 

대사고 관리에 유용하다. 격납건물 온도는 13 곳에서 RTD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측정범위는 o - 200 .C 이고 측정오차는 i: 10 %이다. 

다.수위 

1) 원자로 수위 

원자로 수위 지시계는 노심이 노출되었는가를 판정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노심 

온도 측정의 보충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차냉각계통에 물을 주입하는 지침을 

수행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가) 원자로 수위 지시계 

원자로 수위 지시계(RVLIS)는 가열 열전대와 비가열 열전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 노심판과 원자로용기 상부 사이의 여러 곳이 위치한다. 열전대는 노내계측설 

비뭉치 내에 있으며， 상부 노심판 이상의 구간올 8개의 불연속적 구간으로 나누어 

수위가 어느 위치 이상인가를 나타낸다. 가열 열전대와 비가열 열전대는 짝을 이루 

어 작동하며， 물이 있을 대에는 두 열전대 사이의 온도 차이가 작고， 증기가 있으면 

두 열전대 사이의 온도차가 크게 됨으로써 수위가 어느 위치 이상인가를 알 수 있 

다. RVLIS 지시치는 상부 노심판 이상의 수위를 0-100% 범위로 나타내며 주 

제어판과 펼수 안전기능 감시계통에 표시된다. 중대사고 도중에는 노심이 용융되어 

아래로 재배치됨에 따라 노내 튜브는 녹는다. RVLIS는 약 870 t: 까지는 잘 나타 

낼 수 있다. 이 온도 이상에서는 열전대 사이의 전기 분로 (electrical shunting) 때 

문에 현격한 오류를 발생시키며， RVLIS 지시치를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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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 핵계측기 

노외 핵계측기는 연쇄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심 출력을 감시하는 기동채 

널， 1 - 125 % 출력을 감시하는 제어채널， 그리고 2x 10 7 
- 200 % 의 광역 출력 

을 감시하는 안전채널이 있다. 기동채널은 2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 

에는 기체봉입형 전리검출기의 비례특성 영역올 이용한 BF3 계수관이 2개가 있다. 

이 채널은 연쇄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의 중성자속 (1 - 5,000 CpS)을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 제어채널은 2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에는 1.8 m 길이의 비 

보상이온함(UIC) 이 2개가 있다. 상부 UIC와 하부 UIC는 원자로심 상부와 하부의 

중성자속을 각각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 UIC는 생물방호벽과 원자로용기 사이에 놓 

여있다. 노섬 노출의 초기 단계 동안 제어채널은 노섬에서의 수위의 변화를 탐지하 

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감마에너지 검출로 노심 재배치 시점을 탐지할 수 있다. 

제어채널은 개략적인 수위에 관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나， 노심 재배치 및 노섬 

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검출기의 지시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출기의 

지시치를 해석하여 원자로 수위를 알고자 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안전채널은 4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노심 주위에 매 900 간격으로 위치하 

고 있다. 채널당 수직방향으로 3개의 핵분열 전리함 검출기가 있으며， 각 검출기의 

길이는 약 1m 이다. CEOG 평가에 의하면 안전채널은 원자로 파손 시점을 탐지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노섬 손상이 시작된 이후에 원자로용기를 충수하기 위하여 

비붕산수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심이 재임계가 될 때까지 안전채널은 어떠한 중성 

자속도 나타내지 않는다. CEOG 평가에 의하면 계측기 캐비넷에 있는 검출기 출력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pico-ammeter 가 감마검출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 즉， 안전채널의 측정모드를 펼스모드에서 전류모드로 전환함으로써 감마션을 

측정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면 원자로공동에 노섬용융물질이 위치하기 때 

문에 감마선의 검출로 인한 안전채널의 지시치가 갑자기 수백만 배나 껑충 증가하 

게 된다. 이런 원리로 안전채널올 이용하여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을 알 수 있다. 노 

외 핵계측기는 원자로 용기 파손 후에 극심한 압력 및 온도 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그 기능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증기발생기 수위 

증기발생기 수위는 증기발생기가 일차냉각계통 열침으로 가용한가를 판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중대사고시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파열이 중요한 관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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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가를 판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증기발생기 튜브가 물에 잠겨 있을 때에는 크 

립 파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증기발생기 수위 측정기는 증기발생기 하향 유로와 

습분분리기 지역의 수위를 측정한다. 수위 측정은 증기발생기의 수두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협역지시기는 튜브 번들 바로 위와 중기발생기 최상단에 압력탬이 있으 

며， 광역지시기는 튜브판과 중기발생기 최상단에 압력랩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 

라 협 역 지 시 기 의 측 정 범 위 는 98.65 - 363.52 cmH20 이 고 광 역 지 시 기 의 측 정 범 위 

는 260.91 - 969.04 cmH20 이다. 두 지시기 모두 두 랩과 격납건물 압력과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수위를 측정한다. 

압력 트랜듀서는 증기발생기내의 과열된 가스에 노출이 되어도 그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사고 동안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지시할 수 있다. 측정오 

차는 두 랩과 격납건물 압력과의 압력차이의 ::t 4 % 이다. 격납건물의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지시치는 실제 수위보다 약간 낮게 나온다. 증기발생기 수위의 오차는 증 

기발생기 압력， 온도 및 실제 수위의 함수이다. 이 오차는 -30 % 에서 +20 % 까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관리에 있어서 증기발생기 수위의 편차가 약 20 

%에서 40 % 정도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차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격납건물 수위 

격납건물 수위는 기기 및 계측설비의 침수， ECCS 재순환 모드 가능성， 원자로용 

기 외부 냉각성， 그리고 원자로용기 파손 후 노심 냉각성 둥올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격납건물 수위는 격납건물내 두 지점의 수압차이를 이용하여 측 

정한다. 표준원전에는 o - 100 % 범위의 측정기가 2개 있다. 격납건물 수위는 격 

납건물내 기기나 계측설비가 침수가 되는가를 알려준다. 또한 원자로용기가 얼마만 

큼 물에 잠기는가를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현존계측기의 측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안전목적수목을 이용하여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요구 정보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한 계측기들을 파악하 

였다. 여기에서는 파악된 정보 계측기들 중 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존 계측기들과 그 계측기들의 측정범위를 조사하였는데 이 측정범위는 

주요 중대사고경위에 대한 원전상태와 비교하여 현존 계측기들이 요구계측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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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사고인지와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지침서 [3-6]에서의 기준은 노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650'C 

0 ,200 'F) 이상일 때로 하였다. 외국의 기준을 살펴보면 CEOG SAMG와 WOG 

SAMG에서도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CEOG SAMG는 482.2 

'c (900 'F)를， WOG SAMG는 648.9 'c (1 ,200 OF)를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사고관리 

지침서로 전환 기준으로 삼았다. 

노심이 노출되면서부터 피복재 온도는 상숭한다. 피복재 온도가 930 'c 가 되면 

피복재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 수소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1,530 'c 이상이 되면 산 
화 반응이 급격히 일어나며， 산화 반웅은 발열반웅이므로 핵반웅의 정지에도 불구 

하고 노심의 온도는 급격히 상숭하게 된다. 즉， 피복재 온도가 1,530 'c 가 될 때까 

지는 노심 온도 상승률은 약 0.6 - 1.5 'C/초이며， 피복재 온도가 1,530 'c 이상일 
때에는 노심온도 상숭률은 약 11.6 'C/초로 온도가 급격히 상숭한다. 노심출구열전 

대의 온도는 피복재 온도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온도 상승률은 피복재 온도 상승률 

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므로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482 'c 에서 650 'c 까지 상승 

하는 데에는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상운전절차서의 목적은 노심 

을 냉각시키는 것이고， 사고관리지침서의 목적은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 

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고 진행을 비상운전절차서 단계에서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을 늦추도록 하였다. 노심 용융이 시작 

된 후 즉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사고 경위는 없기 때문에 사고관리 

지침서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 650 'c 를 전환 기 

준으로 하였다. 

가. 부적절한 노심맹각상태 감시 

부적절 노심냉각 감시계통 OCCMS)은 부적절한 노심냉각에 대한 미국 원자력 규 

제위원회의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검증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된 계통이다. 

부적절 노심냉각 감시계통은 영광 3.4호기의 부적절 노섬냉각 감시계통과 기능상 

동일하다 부적절 노섬냉각 감식계통은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로의 접근，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 그리고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로부터의 회복 등을 지시하기 위한 

요건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NUREG 0718 (개정 2)의 TMI 조치항목 II.F.2 에 따라 

서 운전원이 사고 후 노섬냉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이며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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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수위， 포화여유도， 노심출구옹도 둥으로 구성된다. 이를 구성하는 변수와 계측 

기의 측정범위는 표 3. 1.7과 같다. 

1) 부적절노섬냉각감시계통 구성기기 

고온관 및 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가압기 압력감지기 

노심출구열전대 

원자로용기 수위를 지히사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열접점열전대 탐침집합체 

(Probe Assemblies) 

저항온도검출기와 열전대의 비가열접점열전대 및 압력감지기 신호들은 과냉각 상 

실과 포화 발생， 그리고 노심노출 후 과냉각 조건의 형성올 지시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원자로용기 수위감시기는 노심노출 후에 핵연료정렬판 

(FAP) 위로 증가하는 우너자로용기의 냉각재 재고량 뿐만아니라 핵연료정열판 위 

의 원자로용기 영역에서 감소하는 냉각재 재고량에 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 

다. 노심출구열전대는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로의 접근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증기 

온도 및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로부터의 회복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증기온도를 감 

시한다. 부적절한 노심냉각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 부적절노심냉각계기는 운 

전원에게 노심열제거 안전기능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핵분열 생성물 방출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부적절노 

심냉각감지기와 관련된 것에는 포화여유도 열전대 탐침집합체 그리고 노심 출구열 

전대가 있다. 

2) 포화여유도 

포화여유도를 감시함으로써 운전원에게 포화상태로의 접근 및 그 존재여부， 그리 

고 노심노출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화여유도 감시를 위한 입력으로는 

저항온도검출기로 측정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저온관과 고온관 온도， 상부 4개의 

비가열 접점열전대 중에서 최고온도， 가압기 압력감지기의 출력， 그리고 노심 출구 

온도 대표값 등이 있다. 비가열 접점열전대의 입력은 열전대 처리장치의 출력으로 

부터 받는다. 그런데 노섬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노심 출구 열전대와 각 RTD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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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과 정확도의 감소로 계측하는 값에 의존할 수가 없다. 또한 지시하는 값 

이 온도의 함수이고 중대사고 시의 낮은 일차냉각계통 압력에서는 오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 

3) 열전대 탐침집합체 

열전대 탐침집합체는 핵연료 정열판의 위로부터 원자로용기 헤드까지의 분리관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된 불연속 열전대 감지기를 사용하여 핵연료 정 

열판 위의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올 측정한다. 측정의 기본 원리는 서로 인접한 가 

열 접점 열전대와 비가열 접점 열전대 사이의 온도차이를 검출하는 것이다. 열전대 

감지기는 가열기 근처의 크로멜-알루멜 (CromeI - AlumeD 열전대 (또는 가열되는 

접점)와 가열기로부터 떨어져 위치한 또 다른 크로멜-알루멜 열전대 (또는 비가열 

되는 접점)로 구성되어 있다. 인접한 열전대 사이의 온도차는 상대적으로 좋은 열 

전달 특성을 가지는 유체에서는 작으며 상대적으로 나쁜 열전달 특성을 가지는 유 

체에서는 크다. 두 개의 열전대 계측채널을 위해서 두 개의 열전대 탐침집합체가 

제공된다. 각각의 열전대 탐침집합체는 8 개의 열전대 감지기， 분리관， 밀봉마개， 전 

기적 접속기 등을 포함한다.8개의 열전대 감지기는 전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모든 열수력 조건하에서 열전대 감지기의 적절한 작동올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설계특징이 있다. 첫째， 각각의 열전대는 2상 유체조건 하에서 직접 물과 

접촉함으로 인한 과냉각을 방지하도록 차폐된다. 스플래쉬 (Splash)차폐를 포함하는 

열전대를 열전대 감지기라 말한다. 둘째， 열전대 감지기열 (Sensor String)은 주변 

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와 기체상태를 분리하는 관속에 넣어진다. 분리관은 열전대 

가 측정하는 응축수위를 만든다. 이 웅축수위는 핵연료정열판 위쪽의 원자로상부 

체적 내의 평균유체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용기 내부를 직접 감지하는 이 방법 

은 압력， 유체 특성， 유체 매질의 이질성 둥으로 인한 거짓 효과를 줄인다. 열전대 

감지기열과 분리관은 탐침집합체에 포함된다. 탐침집합체는 유량부하 (Flow Load) 

로부터 보호되도록 스테인레스강 구조물 안에 내장된다. 

4) 노섬출구열전대 

노내검출기 집합체들 각각의 내부에 K형 (ChromeI-AlumeD 열전대를 포함하고 

있다 노심 출구 열전대 (Core Exit Thermocouple)는 냉각재가 혁연료 집합체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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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갈 때의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노섬 가열의 정도를 측정한다. 노 

섬 출구 열전대는 두 선의 크로멜-알루멜(Chromel-AlumeI) 온도검출기로， 인코넬 

로 싸여 있고， 산화 알루미늄으로 절연이 되어 있으며， 모두 457~ 가 있다. 크로멜

알루멜 검출기 한 쪽 끝은 용접되어 있으며 다른 쪽은 검출기 회로에 연결되어 있 

다. 열전대는 노내 계측기 집합체 끝 부분에 (핵연료 상부 약 13cm 정도) 위치하고 

있으며， thimble 튜브 벽을 통하여 유체의 온도를 감지하게 된다. 크로멜-알루멜 열 

전대의 측정 범위는 32 - 2,300 OF (0 - 1,260 "C) 이며， 광역 온도에서도 신뢰성 

이 유지되는 장점올 가지고 있다. 

나. 초기 사건 

1) 대형냉각째상질사고 (LBLOCA) 

파단지점은 원자로 일차계통의 저온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파단면적은 1.2 ft2 

(0.11 m2 ) 이고， 파단지점의 높이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바닥으로부터 7.711 m에 위치 

하도록 하였다. 사고 시작과 동시에 1차계통의 makeup system 이 정지되고 

letdown switch가 끊기며 charging pump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주요 안전계통인 

고압주입계통 및 저압주입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올 아울러 강제로 정지시킨다. 

또한 격납건물의 송풍 및 냉각장치를 정지시킨다. 사고 전개과정은 표 3. 1.8과 같다. 

사고발생 후 2.3초에 원자로는 긴급정지 (scram)되고 주증기격리밸브가 닫히면서 

보조급수계통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일차계통의 압력은 그림 3.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50.13초에 안전주입탱크의 주입압력까지 떨어지게 되고 

4개의 안전주입탱크로부터 안전주업수가 주입된다. 24.8초에 주냉각펌프가 작동을 

중지하고 냉각수의 대량유출로 재순환을 고려하지 않올 때 주입탱크의 물은 776.48 

초에 고갈된다. 그 후 2，581초에 노심이 노출(그림 3.1 .8)된다. 안전주입탱크의 물이 

고갈됨에 따라 노심의 온도(그립 3. 1.9)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4，021초에 노심최대온 

도가 2,500 K를 넘게 된다. MAAP4 계산에서 노섬온도가 2,500 K가 되면 핵연료 

피복재가 파손되면서 내부의 핵연료가 밖으로 분출되도록 젤정하였다. 계속되는 가 

열로 인하여 6，527초부터 노심지지판이 파손되기 시작하고 16，057초에 압력용기가 

파손되었다. 

2) 중형냉각재상실사고 (M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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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지점은 원자로 1차계통의 저온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파단면적은 0.2 ft2 

<0.0186 m2 ) 이고， 파단지점의 높이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바닥으로부터 7.711 m에 위 

치하도록 하였다. 사고 시작과 동시에 일차계통의 makeup system 이 정지되고 

letdown switch가 끊기며 charging pump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주요 안전계통인 

고압주입계통 및 저압주입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을 아울러 강제로 정지시킨다. 

또한 격납건물의 송풍 및 냉각장치를 정지시킨다. 사고 전개과정은 표 3. l.9와 같다. 

사고발생 후 11초에 원자로는 긴급정지되고 주증기격리밸브가 닫히면서 보조급수 

계통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일차계통의 압력은 그림 3. l.7에서 보는 것과 같이 

LBLOCA 보다는 완만하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진다. 395.8초에 안전주입수가 

주입되지만 냉각수의 대량유출로 6， 164초에 냉각수가 고갈되고 9，365초에 노심이 노 

출된다. 노심이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일차측 감압에 의해 안전주입수는 종결되고 

더 이상의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심의 온도는 계속 증가하면서 핵연 

료피복재의 산화반응이 진행된다. 11 ，616초에 최대노심온도는 2,500 K를 초과하며 

계속적인 노심용융 진행으로 14，459초 이후부터는 노심 지지판이 파손되기 시작한 

다. 26 ，302초가 되면 원자로용기 하부로 떨어진 노심용융물로 인해 압력용기가 파손 

되었다. 

3) 소형냉각재상설사고 (SBLOCA) 

파단지점은 원자로 일차계통의 저온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파단면적은 0.015 fe 
<0 .0014 m2 ) 이고， 파단지점의 높이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바닥으로부터 7.711 m에 위 

치하도록 하였다. 사고 시작과 동시에 일차계통의 makeup system이 정지되고 

letdown switch가 끊기며 charging pump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주요 안전계통인 

고압주입계통 및 저압주입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을 아울러 강제로 정지시킨다. 

또한 격납건물의 송풍 및 냉각장치를 정지시킨다. 사고 전개과정은 표 3.1.1 0과 같 

다. 

그림 3. l.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LBLOCA , MBLOCA와는 달리 일차계통의 압력 

강하가 천천히 진행됨에 따라 사고발생 후 136초에 원자로는 긴급정지되고 주증기 

격리밸브가 닫히면서 보조급수계통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냉각수의 격납건물로의 

방출이 천천히 이루어져 42.625초 이후에 안전주입탱크의 냉각수가 고갈된다. 

LBLOCA와 MBLOCA의 경우에 안전주입수가 고갈된 이 후에 노심노출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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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달리 SBLOCA의 경우에는 안전주입수의 고갈 이전에 노심이 노출되었다. 

안전주입탱크 주업수가 관여하기 이전에 노심손상 진행에 따른 압력강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심 노출을 막올 수 없었다. 4，695초에 노심이 노출되고 6,900 

초에 노심최대온도가 2,500 K를 초과하며 노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 안 

전주입수의 주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계속적인 노심용융진행으로 20，589초에 노심 

지지판이 파손되기 시작하고 42 ，564초에 압력용기가 파손되었다. 

다. 중대사고 인자 계측값 

1)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의 운전압력은 0.101 MPa 이고 격납건물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가 정상영역과 초과영역에 따라 각각 나누어져 있다. 정상역역은 - 0.029 -

0.1 17 MPa 이고， 초과영역은 - 0.039 - 0.549 MPa 이다. 그림 3.1.10 에서 보는 것 

처럼 MAAP4를 통한 계산결과를 보면 SBLOCA 경우에는 사고 이후부터 완만한 

압력상승이 이루어지지만 LBLOCA의 경우에는 87초 정도에 0.239 MPa 의 급격한 

압력상승이 이루어졌고， MBLOCA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437초 정도에 0.224 

MPa 의 압력상숭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점차적인 압력 상숭이 이루어졌다. 

SBLOCA 경우 압력용기의 파손시점 압력이 0.397 MPa이고， 압력용기 파손시까지 

최대 압력이 MBLOCA는 0.332 MPa 이며 LBLOCA는 0.288엄올 감안할 때 초과영 

역의 압력계로 측정이 가능함올 알 수 있다. 

2) 격납건물 온도 

그림 3. 1. 11에서 보는 것처럼 사고 이후 LBLOCA의 경우 온도는 파손부위를 통 

한 고온의 냉각수와 증기를 통해 순간적으로 141.4 t 정도까지의 온도 상승을 보 

였고， MBLOCA의 경우는 138 .C 였던 반면에 SBLOCA는 107 .C 정도의 온도 상승 

이후에 점차적인 온도 상숭을 보였다. 압력용기의 파손까지 격납건물 최대온도를 

살펴보면 SBLOCA의 경우는 190 .C MBLOCA와 LBLOCA는 각각 176 .C , 166 .C 

임을 볼 때 측정범위가 0-200.C 인 격납건물의 온도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노심이 노출된후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사고지침서의 기준인 650 t 가 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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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초당 0.006 oc 정도의 온도상숭올 보여주고 있으므로 격납건물 온도계로서는 

민감한 원전상태분석을 할 수 없다. 

3) 노섬출구 온도 

파단 면적에 따른 LOCA사고에 대하여 노심노출은 안전주입수가 주입되기 이전 

에 노심이 노출되는 경우와 주입된 이후에 노심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올 알 수 

있다. SBLOCA의 경우 일정 파단면적 까지는 노심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압력이 천 

천히 감소하여 노심노출을 막올 수 없었으며 0.128 fe 부터는 노심노출 이전에 안 
전주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심노출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었다. 한국표준원전 중 

대사고지침서에서 중대사고 주제어실 지침서의 수행 기준은 노심출구 열전대의 대 

표온도가 650 oC 0 ,202 OF) 이상이고 상승하고 있는 경우인데 계산결과를 보면 

SBLOCA와 MBLOCA의 경우 노심출구온도가 650 "c 이후 평균 1 ，000초 후에 노심 

의 최대온도가 2,227 oC 에 이르는 것올 볼 수 있고 LBLCOA의 경우에는 500초 후 

에 노심의 최대온도가 2,227 oC 에 이름올 알 수 있다. 노심출구열전대를 통한 노심 

출구온도 측정값(그림 3. 1.1 2)은 노심의 손상 상태를 유추하여 중대사고 지침을 수 

행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 l. 13은 LOCA사고 후 노심 노출 시점 tuncovery부터 노섬출구열전대의 온도 

기준값(650 oC )tCET에 이르는 시간과 피복재가 파손되는 시점 trupture까지의 시간 경과 

를 보여준다. 파단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 기준값으로부터 

노심용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노심노출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온도상승률에 비해 

크므로 상대적인 대처시간이 증가하나 파단 면적이 커질수록 전환시점부터 피복재 

가 파손되고 노심이 용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운전원의 대처가 보다 

신속해져야함을 알 수 있다. 

5. 중대사고 정보파악 방법론의 적용 

제 1 단계: 대상발전소의 주요 사고경위 파악 

울진 3'4호기에 대한 PSA[3-3]를 통해서 내부 유발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는 8.25x10 6/Ry로 추정되었으며， 노심손상빈도가 높은 주요 유발사건들은 소형파 

단 냉 각재 상실사고 (22.5 %), 급수완전상실사고 03.8 %), 증기 발생 기 세 관파열사 

고 03.8 %),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02.7 %),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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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상실사고 (5.8 %) 동의 순이고 표 3.1.1과 같다. 본 과제에서는 이들 사고 

중 LOCA에 초점올 맞추었다. 

제 2 단계 : 사고관리 방안 수행을 위한 정보의 결정 

1단계의 사고경위들에 대하여 중대사고 관리 방안올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보가 결정되는 단계인데 이를 위한 필수정보표와 안전목적수목의 작성이 요구된다. 

주요 사고경위가 LOCA로 가정하고 원자로 용기 파손 방지라는 안전목적이 정해지 

면 이를 위한 안전기능은 RCS의 열제거가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사건에서 

설정한 것처럼 저온관의 파단을 통해 일차측의 냉각재가 유출되고 재고량이 줄어들 

어 노심을 충분히 앵각시키지 못하여 RCS열제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협이 폰재 

한다. 이를 위해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이라는 방안이 수립되어었다. 이와 관련된 필 

수정보표와 안전목적수목은 각각 표 3.1.3, 그림 3. 1.4에 나타나있다. 발전소에서는 

고유의 특이한 필수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관련해서 가용한 계측기에 대한 정 

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설계된 것과는 달리 중대사고에 

대하여 계측기의 측정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하반구 재배치 상태에 대해서 

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전소 고유의 가용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3 단계: 계측기의 측정능력 규명 

이 단계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현존 계측기들올 파악하고 그 측정범위 

를 분석하는 것으로 표 3. 1.2에 나와있다. 중대사고지침서에서 원전상태분석과 관련 

한 물리적 변수와 그에 대한 계측기의 측정범위는 표 3. 1.5에 나와 있고 코드 분석 

을 통해 4단계 및 5단계와 연관될 수 있다. 

제 4 단계: 중대사고시 원전상태분석 

정보파악 방법론 제4단계의 원전상태분석은 3단계에서 파악된 계측기들의 측정능 

력과 비교하기 위하여 중대사고시에 원전 주요 부위의 물리적 변수들이나 환경 등 

을 검토하는 것이다. LOCA사고에 대하여 노심출구온도 측정을 통하여 노심의 온 

도를 유추해 보고 격납건물의 온도와 압력올 통해 격납건물 파손확률올 확인해볼 

수 있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제어방안이 선택되어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정보가 펼요한데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은 계측기의 역할 

이다. 그러나 계측기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운전원이 실수할 여지가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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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계측기가 측정 영역 밖에서 작동하여 잘못된 자료를 받았을 경우이고， 둘째 

는 계측기 손상된 상태의 정보를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측정한계에 대한 고려 

없이 간접적인 정보를 통한 유추에 의해 그릇된 정보를 접하였을 경우이다. 운전원 

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노심 손상 정도， 일 

차냉각계통 재고량， 핵연료 피복재 온도 둥의 간접적으로 유추되는 인자들이다. 따 

라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 5단계 : 계측기 가용도 평가 

3단계， 4단계에서 수립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대사고시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 

하는 것이다. MAAP4코드 결과를 통해 분석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압 

력에 대하여 한정하여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하였다. SBLOCA 경우 압력용기의 

파손시점 압력이 0.397 MPa이고， 압력용기 파손시까지 최대 압력이 MBLOCA는 

0.332 MPa 이 며 LBLOCA는 0.288엄 을 감안할 때 초과영 역 의 압력 계 로 측정 이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압력용기의 파손까지 격납건물 최대온도를 살펴보면 SBLOCA 

의 경우는 190 .C MBLOCA와 LBLOCA는 각각 176 .C , 166 .C 임을 볼 때 측정범 

위가 o - 200 .C 인 격납건물의 온도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함올 알 수 있다. 노심 

이 노출된후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사고지침서의 기준인 650 .C 가 될 때까지는 

초당 0.006 .C 정도의 용도상숭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격납건물 온도계로서는 민감한 

원전상태분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대사고시 노심용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 

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용융되어 하반구에 재배치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사고의 진행정도도 매우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대사고 

코드 해석결과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모델링에 따라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위한 계측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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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노심손상에 대한 내부유발사건의 기여도[3-3] 

Core Darnage Frequency 
Initiating Events error mean (!RY) 

factor 
% of total 

1. Large LOCA 1.05E-06 7.3 12.7 

2. Medium LOCA 6.33E-07 5.4 7.7 

3. Small LOCA 1.86E-06 9.2 22.5 

4.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1.14E-06 9.5 13.8 

5. Vessel Rupture 2.66E-07 10.0 3.2 

6. Interfacing System LOCA 1.77E-09 169.0 0.1 

7. General Transients 3.59E-07 5.5 4.4 

8. Loss of Feedwater 1.14E-06 9.3 13.8 

9. Loss of Condenser Vacuum 2.53E-08 7.1 0.3 

10. Loss of a 4.16kV AC Bus 5.48E-08 5.7 0.1 

11. Loss of a 125V DC Bus 3.17E-07 4.3 3.8 

12. Loss of Off-site Power 3.97E-07 8.6 4.8 

13. Station Blackout 4.80E-07 13.5 5.8 

14. Large Secondary Side Break 1. 46E-07 12.2 1.7 

15. Anticipated Transient w/o Scram 3.15E-07 6.3 3.8 

16. LOCCW 1.25E-07 4.2 1.5 

Total 8. 25E-06 2.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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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2 중대사고관리에 필요한 현존 계측기들의 측정범위 [3-3] 

No. A vailable Instruments Measurement Range 

1 Hot leg temperature 0-4oo'C 

2 Cold leg temperature 0-4oo'C 

3 Core exit temperature 
Display:0-1260'C 
Recorder:50 - 1300 'c 

4 Pressurizer pressure 0-3,000 psia 

5 RCS pressure 0-4,000 psia 

6 Pressurizer level 0-100 % 

7 Reactor coolant level 0-100 % 

8 Steam generator level 0-100 % 

9 Steam generator pressure 0-1524 psia 

10 S/G total feedwater flow 0-1508 cmH20 

11 S/G downcomer feedwater flow 0-5.5E5 kg/hr 
12 Main steam flow 0-3964.8 cmH20 
13 Aux. feedwater flow 0-110 % design flow 

14 Charging flowrate 0-158.5 gpm 

15 RCP speed sensor 0-1 ,320 gpm 

16 SIT level 0-100 % 
17 RWT level 0-100 % 
18 HPSI flow rate 0-660.5 gpm 
19 LPSI flow rate 0-6,605 gpm 

20 
Pressurizer safety valve position 

Closed/Not closed indicator 
21 Boric acid charging flow 0-100 % design flow 
22 Condensate storage tank level 0-100 % 
23 Containment spray flow 0-110 % design flow 
24 Containment sump level 0-100 % 

25 Degree of subcooling 
93.3 'C subcooling to 1.7'C 
superheat 

26 SDS line temperature 25-175'C 
27 SDS line pressure 0-3,000 psia 
28 SDS Isolation valve Open/closed 
29 ADV 0-100 % 
30 Charging flow rate 0-158.5 gpm 
31 Neutron flux power level 0-200 %power 
32 Containment spray flow 0-20.00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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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3 원자로용기 손상 방지 필수 정보표[3-4] 

뭘요 경보 
칙첩척언 간접적인 

가용한 캘효zl. 
겼복웅i 컬복훨 

노심 열 제거 없음 없음 

안전 가능 
핵연료 없음 

(노십 
온도 

열제거 
노심출구온도 노십출구 열전대 

유지) 
추이 

원자로용기 수위 RVLMS 
좌좌 

없음 
일차냉각계통 재고 없음 

가압기 수위계 
량 가압기 재고량 

상태 원자로 용기 재고량 
RVLMS 

풀리적 현상 노섬출구온도 

(볼충분한 
노심출구열전대 

일차냉각계통 격납건물 sump 재 격납건물 sump 수위 
격납건물 sump 

재고량) 고량(증가) 
수위계 

죄족 

낮은 일차냉각계통 
일차냉각계통 압력 가압기 압력계 

압력 
급수 유량 주입 유량계 

주입 유량 

선태기준 

일차냉각계통 압력 

추이 일차냉각계통 압력 가압기 압력계 

없음 없음 

가압기 재고량 가압기 수위계 

일차냉각계통 재고 원자로용기재고량 RVLMS 

량 일차냉각계통 주입탱 탱크 수위계 

(추이) 크 재고량 

격납건물 sump 재고 Sump 수위계 
방안 주입수 가용성 량 

(일차냉각계통 

주입 방볍) 방안가동 

주입펌프 유량 지시계 

<HPSI!LPSI) 주업펌프 유량 펌프 출구 압력 

펌프 모터 상태 

밤안 훌훌섭 
잊차냉각계통 재고량 

추이 
없음 없음 

가압기 재고량 가압기 수위계 

원자로용기 재고량 RV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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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격납건물 손상 방지 필수 정보표[3-4] 

필요 정보 
직접적인 간접적인 

가용한 캘효zl 
컬복휠 효복월 

안전 기능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계 

(압력조절 
5.ζ- ; E셔 

유지) 

좌스l 

격납건불 압력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계 

추이 

격납건물 대기 격납건물 격납건물 온도계 

물리적 현상 온도 추이 대기 온도 

(가연성 

기체폭발) 좌족 

수소농도 격납건물 수소 수소감시 계통 l 
(증가) 농도 

노심 손상 없음 없음 

노심출구온도 노심출구 열전대 

션택기준 

수소농도 격납건물 수소 수소감시계통 

농도 

격납건물 추이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계 

방안 
방안 가똥 

(점화기/재결 

합기) 
수소점화기/재결하 수소점화설비 상태 지시계 

기 상태 

밤안 효율성 

수소농도 격납건물 수소 수소감시계통 

농도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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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5 물리적 변수와 계측기 측정 범위 [3-3] 

언 자 위 치 토-특1 성 

일차냉각계통 • 루프당 1개 총 2개 0-282 kg!cmz 

압력 · 측정오차 :t 1 % 

일차냉 
가압기 압력 

· 광역 지 시 계 4개 o - 21Okg!cmz 

각계통 • 협 역 지 시 계 10개 105 - 175kg!cm2 

압력 

압 력 
SIT 압력 . 0 - 50 kg!cmz 

ECCS 유량 
• 노심회복을 위한 일차냉각계통 냉각수 주입율 

이용 

증기발생기 압력 . 0 - 100 kg!cmz 

격납건물 압력 
· 정상영 역 4개 300 - 1200 cm H20 

• 초과영 역 4개 400 - 5600 cm H20 

노심출구 • 노내 계측기 집합체 끝 부분에 45개 

열전대 o - 1260 'c 

노심 
고온관 RTD 

• 광역지시 계 4개 o - 400 "c 

온 도 온도 • 협역지시계 107~ 250 - 350 'c 

저온관 RTD 
·광역지시계 4개 o - 400 "c 

• 협역지시계 4개 230 - 330 'c 

격납건물 온도 . 13곳에 RTD 0 - 200 'c 

RVLIS(원자로 • 가열 열전대와 비가열 열전대로 구성 

원자로 
수위 지시계) · 상부노심판 이상의 수위를 o - 100 % 표시 

수위 
·기동채널 

노외핵계측기 .1 - 125 % 출력올 감시하는 제어채널 
수 위 . 2x10 7 

- 125 % 출력을 감시하는 안전채널 

증기발생기 수위 
· 협역지시계 98.65 - 363.52 cm H20 

• 광역 지 시 계 260.91 - 969.04 cm H20 

격납건물 수위 .2개의 측정기 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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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온도에 따른 노심출구열전대 특성 

온도 eF) 노섬출구열전대 특성 

1,600 - EG&G를 기준으로 유용한 범위 

1,800 - 일반적으로 유용한 범위 

2.200 
- 상당히 의심스러운 지시값 

- 가상유로의 형성 문제 

2,300 - 지시 가능한 상위 범위 

2,500 - CET 재료 용융 

표 3.1.7 부적절 노심냉각 계통 변수와 측정범위 

압력변수 측정범위 

가압기 압력 o - 3,000 psia (0 - 210.9 kg/cm~A) 

저온관 온도 32 - 752 oF (0 - 400 't) 

고온관 온도 32 - 752 oF (0 - 400 OC) 

상부 4개의 비가열저점열전대 
32 - 2,300 'F (0 - 1,260 OC) 

감지기 중에서 최대 온도 

노심출구온도 대표값 32 - 2,300 OF (0 - 1,2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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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8 대형냉각재상설사고시 주요 사고진행결과 

Time PPS 
Containment Integrated 

(sec) (Pa) 
Pressure H2 

(Pa) (K~) 

Core uncovery 2580.50 340394 .4 283136.6 0.0 

Hot leg creep rupture 0.00 0.0 0.0 0.0 

Relocation to lower 

plenum 
6540.95 262745.8 261217 .4 243.7 

Vessel failure 16560.82 242331.6 242519.9 246.0 

Containment failure 0.00 0.0 0.0 0.0 

표 3.1.9 중형냉각재상실시고시 주요 사고진행결과 

Containment Integrated 
Time PPS 

(sec) (Pa) 
Pressure H2 

(Pa) (K~) 

Core uncovery 9365.37 730452.8 387455.4 0.0 

Hot leg creep rupture 0.00 0.0 0.0 0.0 

Relocation to lower 
14459.07 367330.4 366753 .1 290.6 

plenum 

Vessel failure 26301.86 331597.7 331883.5 304 .4 

Containment failure 0.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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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소형냉각재상실시고시 주요 사고진행결과 

Containment Integrated 
Time PPS 

(sec) (Pa) 
Pressure Hz 

(Pa) (K~) 

Core uncovery 4695.51 8741022.0 183306.0 0.0 

Hot leg creep rupture 0.00 0.0 0.0 0.0 

Relocation to lower 

plenum 
20588.77 2200993.0 246878.0 586.4 

Vessel failure 42563.84 1747643 .1 303258.0 613 .4 

Containment failure 0.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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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안전성 

점검 (IPE) 
격납건물기능 
향상 (CPI) 

사고관리 

Accident 
Management 

중대사고 언구 
계획 (SARP) 

계획된 행동과 예비조치를 

작성하여 운전원의 

사고대처 능력 향상 

사고관리를 통해 위휠성을 
줄일 수 있는 영역 

사고관리 방안 

훈련 
지칩 

계측 

의사결접 

그림 3.1.1 사고관리 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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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 정보 파악 방법론의 작성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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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측기가용도훨가 

제1a째 

주요충대사고파악 

그림 3.1.3 5단계 정보파악 방법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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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수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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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수목[3-4] 

안전 기농 
FP 룬신 
~I어 유지 

士
웹
 

1

」gt 

뻐
 71
1
」

옆
 빼 

않
 
매
 「

안전 목적 

위링 

I _. _ L . ~_J~ __ ~_ ~J __ . ___ . .-1.←」←←」
민 f맨 !~뽑2 펀첼그 〔;켈그 「싫배거 JI수흔뻐 F 위 g 요소 

재고휠 RC8 
김잉 

8GOI 차 
혹흥수 

않
 얘
 

뼈
 
mmiF 

“F”η
 
% 
””…
3 

”””
a 

m
@써 

”ν
h
ν
 

“” 

g 찍 
냉악 

계통 

냉각수 
흥가 

앙만 

까
혀
 
얀
애
써
 

그림 3.1.6 핵분열 생성물 외부 유출 완화를 위한 안전목적수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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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철 수소제어 방안 

1. 수소채어의 펼요성 

수소 제어란 자연적인 수소연소에 앞서 원하는 수소농도에서 연소를 발생시켜 그 

압력상승이 크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 진 

행되어 노심의 노출에까지 이르게 되면， 노심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응하여 다량의 

수소가 생성된다. 노심노출 이후 노심은 가열되고 핵연료 피복재는 증기와 반웅하 

여 산화될 것이다. 심각한 피복재 산화는 온도가 대략 1800.F가 될 때까지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산화 반웅 생성물 중의 하나가 수소다. 또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열은 노심용융을 더욱 촉진시키고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중지시키지 못해 

원자로 압력용기마저 파손된다면 원자로 공동내로 유업된 노심용융물이 콘크리트와 

반응하여 추가로 다량의 수소가 생성되어 격납건물 내부로 모이게 된다. 수소 농도 

가 격납건물 내에서 4-6%에 이르면(중대한 노섬 손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값)， 

수소는 점화 할 수 있고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만약 

많은 양의 수소가 격납건물내에 축적되면 수소 연소는 격납건물 설계 압력을 초과 

하는 압력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 곧바로 격납건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생성되는 수소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은 발전소의 건전성올 유지하는 데 상당 

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TMI-2 사고시 격납건물 일부 격실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한 자연적인 수소연소는 

중대사고시 수소제어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성올 부각시켰다. 이후 수소의 생성， 혼 

합， 제어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주변환경(온도， 수증기량， 산소 

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격납건물 격실내 수소농도가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연 

소 CCombustion)가 아닌 폭발<Detonation)이 일어나 내부압력증가와 충격파로 격납 

건물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압력에 대한 수소의 가연성은 그림 

3.2.1 과 같다. 연소가능한계 측정을 위한 각종 실험올 살펴보면 4-7%까지의 폭넓 

은 수소농도 범위에서 연소가 가능CSNL VGES 실험， NTS 실험， LLNL 실험， 

Whiteshell 실험， FENWAL 실험 둥)하며 급격한 압력상승을 야기하는 수소폭발은 

13% 이상에서 가능(뒤 FITS 실험， SNL FLAME 실험 등)하였다. 그리고 수소농도 

가 연소가능치에 이르더라도 수증기의 농도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비활성화 환경 

으로 인해 수소연소가 불가능(SNL FITS 실험， SNL VGES실험 둥)하였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CNRC)는 격납건물내 수소거동을 중대사고 8개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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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 하나로 지정하여 산하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소규제 

와 관련해서는 10CFR50.32 에 근거하여 원자로내에서 75% 노외에서 25%의 Zr이 

산화했을 때 격납건물 전체와 국부의 수소농도가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다. NRC는 이미 Mark 1, 11, III형 BWR 격납건물과 Ice Condense형 PWR 격납건 

물에 대해 수소제어의 일반규칙올 발표했으며 대형건식 PWR 격납건물에 대해서도 

일반 문건올 지정하여 해결방안올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NRC의 권고를 

받아들여 격납건물내 수소농도가 100% Zr 산화시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다. 

2. 수소체어 방안 

국내외적으로 정해진 규정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계통이 필요하다. 그 

런데 수소제어계통의 작동， 비작동 경우에 대하여 수소 연소에 대한 분석올 수행하 

고， 사고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특정 격실이나 Lumped -parameter 코드로써 분석이 

곤란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3차원 분석코드로써 보완 계산올 수행할 필요가 있 

는 어려움이 있고 사고 시나리오， 수소 생성률과 방출률 격실내 수소 분포， 격실의 

기 하학적 구조와 기 체 농도에 따른 난류성 아음속 연소와 가속된 화염 및 초음속 

연소로의 전이 mDT)발생 가능성， 수소제어계통의 성능 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올 다루기 이전에 필요한 사전 정보인 기본적 

인 수소제어방안을 살펴본다. 

수소제어계통은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가 일정 수준의 농도에 도달하면 미리 연소 

또는 공기중의 산소와 재결합시쳐 수소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올 방지함으로 

써 수소의 폭연 또는 폭발 현상 둥에 의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격납건물 대기내의 가연성 기체 혼합물에 충분한 열이나 화학반웅 물 

질을 공급하여 인위적이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올 한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수소제어전략으로는 백열플러그(glow plug) , 스파크(spark) 그 

리 고 촉 매 식 <Catalytic) 둥 의 수 소 점 화 기 와 피 동 촉 매 식 (passive catalytic) 및 열 

(thermaJ) 재결합기의 사용， 그리고 이산화탄소 및 질소 둥의 사고후 비활성계통 

(post-accident inerting system)둥이 있으며 이 중 사고후 비활성계통은 적용대상 

및 기능 측면에서 격납건물의 체적이 작은 BWR에서 주로 고려되는 방법으로 국내 

원전의 경우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용 원전 사고관리 평가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소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수소점화기 및 PAR(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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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atalytic Recombiner}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및 국내외 현황 파악을 수행하였 

고 기존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PAR 모델이나 PAR 장치를 모사하는 방법올 검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AR를 포함하고 있는 원전올 대상으로 의사결정수목올 적 

용하여 MAAP4 계산을 수행하여 중대사고시 PAR의 효과 및 제어전략을 평가하였 

다 

수소연소로 인한 격납건물의 파손올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방안이 필요 

한데 네 가지의 방안이 거론되는데 의도적인 연소， 격납건물 비활성화， 수소재결합 

기 사용， 무조치 등이다. 앞으로의 수소 위협이나 연소 문제， 현재의 수소 문제 그 

리고 각각의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상의 방안이 결정된다. 

가. 국가별 셜치동향 

각 국가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고려중인 수소제어계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미국 

BWR Mark III 및 PWR 얼음웅축기 격납건물 기폰원전에 대하여 10 CFR 50.44 

수소제어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수소점화기계통을 설치하였으며， 운전중인 대형건식 

격납건물 기존원전에 대해서는 수소점화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신규원전의 경우 10 CFR 50.34 (f) 수소제어요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대형건 

식격납건물에도 수소점화기계통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System 80+ 의 경우에도 

807R 의 GM사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미 EPRI는 ALWR 설계에 PAR 도입가능성올 평가하였다. NIS사 PAR에 대한 

EPRI의 성능시험과 분석결과를 근거로， AP600, System 80+ , 그리고 ALWR의 설계 

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대비 PAR만으로의 제어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동 평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시 PAR의 수소농도 3-4 %에서의 제거율이 방사분해에 의한 생성율 

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다중성을 감안하여 2개의 PAR만 필요하고， 중대사고시 

global 수소농도제어를 위해서는 AP600의 경우 207" , System 80+의 경우 407R 의 

PAR가 필요하며 국부 수소농도제어를 위해서는 수소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격납 

건물 격실올 설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EPRI 평가결과에 대해 NRC는 설계기준사고에의 PAR 단독적용은 가능 

하지만 개별적인 신청에 따른 상세 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중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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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PAR 단독적용은 6%이상의 수소농도에서의 성능시험 및 여러 가지 중대사고 

환경하에서의 기능시험자료가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10%이상의 수소농도가 예측 

되는 격실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소점화기로 설치하는 방안올 검토결과를 밝힌 바 있 

다. 이에 따라， AP600은 1995년에 셜계기준사고 대비 열재결합기 대신 PAR를 설치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중대사고에 대비한 적용방안에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AP600 

에서는 기존에 설계한 수소점화기계통올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으며 EPRI는 

“PAR-based system"이라고 일걷는 NRC 검토견해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구하여 사 

업자요건문서 (URD)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EPRI 안은 수소방출율이 크지 

않는 사고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PAR로 제어하며 PAR용량올 초 

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점화기로 보완하는 방안이다. 현재， EPRI는 AP600 인허가 

인증절차에서는 기존 방안을 따르고 향후 미래원전에 대한 수소제어계통에서의 반 

영을 위해서 PAR-based system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PRI는 프 

랑스 EdF와 함께 PAR에 대한 성능분석 및 관련 실험올 수행하고 SNL이 독자적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둥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었다. 하지만 System 80+에서 

는 이러한 추세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수소제어계통 (재결합기+수소점화기)올 유지 

하고 있다. 

2) 캐나다 

주요 발전소에 Tayco사의 백열플러그점화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재평가를 수행 중에 었다. 

가능한 한 사고초기에 연소를 발생시켜 수소를 제어할 수 있도록 백열플러그점 

화기와/또는 자체전원의 스파크점화기 

촉매식재결합기 

특히， CANDU9형의 원전에 대해서는 백열플러그 점화기와 촉매식재결합기의 통 

합형으로 설치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3) 프랑스 

100 % MWR에 해당하는 수소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P ’4 및 N4 발전소의 경우 

수소제어계통이 펼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대안올 평가하였다. 수소점화기는 

DDT 발생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사고전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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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계통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각각 제외시켰다. 촉매식재결합기를 가장 현실적 

인 대안으로 결정하여 현재 관련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한 실험들을 진행 중에 있 

다. 

한편， 독일과 공동으로 개발 및 설계되고 있는 EPR의 경우 관련요건 (global수소 

농도 10%이하로 유지 및 100% MWR 고려 하에서 12시간이내 수소농도를 점화가 

능한계농도이하로 유지)을 만족하기 위해 4 %농도에서 4 kg/h의 용량올 지닌 PAR 

가 대략 407H 정도로 격납건물 전체에 균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그리 

고 이틀 PAR계통이 설계기준사고에도 충분히 대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PAR계통은 관련된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전체균일수소농도 제어용이며 국부적인 

DDT 방지를 위한 수소점화기를 IRWST 배기구 상부격실 및 수소방출지점근처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4) 일본 

얼음응축기형 격납건물(Ohi Unit 1&2)에 대하여 수소제어계통을 설치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안으로 동장한 수소제어계통에 대한 성능 및 기능시험결과 

에 근거하여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선택하였다. 

5) 핀란드 

중대사고관리측면에서 수소제어방법을 강구하였으며 얼음웅축기형 격납건물인 

Lovii중대사고 1&20982년에 이미 각각 74. 667H 의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설치하였 

음)에 촉매식재결합기를 설치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 이를 수용하기 위 

한 상세 분석(촉매식재결합기 또는 점화기와 통합)결과를 마련 중에 있다. 

6) 독일 

PAR에 대한 상용화를 이미 이룩한 정도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4년 6 

월 대형건식격납건물 PWR에 대하여 PAR를 설치할 것을 RSK가 권고하였다. 독일 

Konvoi-type PWR의 경우 중대사고 대처용으로 약 53 개의 PAR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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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밸기에 

수소제어계통의 대안들에 대한 장， 단접 분석을 수행한 후 세계 최초로 Doel원전 

에 Siemens사 PAR를 설치한 경험올 지니고 있다. 점화기와 PAR를 비교한 결과 

수소점화기의 경우 수증기가 다량으로 존재하는 사고 후 상황(수증기분율이 55 % 

이상)에서 수소점화가 불가능하고 이후 수증기웅축에 의해 수소농도가 높아져 수소 

폭발. DDT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을 우려하여 PAR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후속 원전 모두 PAR를 설치할 예정이다. (표 3.2.2 참조) 

냐. 점화기를 통한 의도적인 연소 

격납건물 수소 농도를 가장 빨리 감소시킬 수 있다. 수소 연소시간은 15초 이하 

로 지속된다. 그러나 일단 연소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지르칼로이-물 반웅이 없는 

한 짧은 기간 동안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위협올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소로 인 

한 온도와 압력의 순간적인 증가는 격납건물에 위협올 줄 수 있다. 격납건물 파손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수소 제어 방안일 것이다. 

수소제어계통은 ODD와 EVEN 두 개의 독립적인 전원올 공급받는다. 제어판은 

정상운전시의 전원인 Class III와 비상전원계통인 EPS (Emergency Power System) 

그리고 개인적인 감시와 점화기의 상태나 오작동의 신호를 통해 AUTO/MANUAL 

작동을 한다. 정상적인 작동을 할 경우에는 AUTO모드 위치에 있다. 이 것은 모든 

점화기들이 LOCA사건의 신호 시 높은 격납건물 압력， 방사능 둥에 대하여 자동적 

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통은 항상 정상시의 Class III 전원 공 

급을 받고 이는 모든 점화기들이 즉시 활성화 가능한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 

다. 모든 점화기들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격납건물 내부의 높은 압력이나 방사능 신 

호 때문에 초기화 신호는 차단된다. 따라서 OFF 버튼이나 스위치가 점화기 계통을 

정지시키는데 필요하다. MANUAL모드는 모든 점화기들이 동시에 전원을 받는 것 

을 제외하고 한 번에 한 쌍의 점화기들의 지침서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것 

은 class III전원 공급이 불가능하고 계통이 EPS에 있올 때 작동한다. 그리고 각 점 

화기들에 대해서는 표시둥이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점화기나 전원공급에 이상이 있 

으면 이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점화기의 점화 작동이 실패했올 경우 이를 

알려 주는 컴퓨터 경보장치도 갖추고 있다.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에서 수소 농도 관련 HI-HI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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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소 감지기 수소 농도가 4%를 초과하거나 CFMS 및 ICCMS에서 감지되는 

CET의 노심 출구 냉각재 온도가 371 .C (700.F)를 초과시 수소 점화기 계통을 수동 

으로 운전한다. 격납건물 수소 점화기는 중대사고시 격납건물내 국부 수소 농도를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점검 및 유지 

· 정상 운전시 주제어실에 있는 수소 점화기 핸드 스위치는 꺼짐 상태로 유지되어 

야 한다. 

• 수소 점화기 가동시에는 고열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 두 계열의 독립적인 수소 점화기가 주제어실 제어반에서 운전가능한 상태이다， 

· 현장의 수소 점화기 제어반에 전원이 정상 공급 중이다. 

• 주제어실에서 해당 수소 점화기를 가동하고 지시둥올 확인한다. 

· 현장에서 각각의 수소 점화기가 작동되었는지 확인한다. 

· 격납건물 수소 농도가 수소 점화기 운전으로 감소되는지 확인한다. 

· 주제어실에서 해당 수소 점화기를 정지하고 지시둥올 확인한다. 

· 현장에서 각각의 수소 점화기가 정지되었는지 확인한다. 

· 수소점화기는 밀봉된 장치이다. 히터 코일의 표면에 어떠한 오염물질도 묻지 않 

도록 부드러운 쇠솔로 제거시켜야한다. 

• 각 점화기는 매달 10분동안 120V교류로 전원공급올 받아야한다. 4.36A가 나오지 

않으면 바꿔야한다 

- 설계 

· 전압 : 120V교류 

· 전력 : 523.4W 

· 전류 : 4.36A 

• 저 항 27.5::!:: .5 .Q 

1) 백 열 플 러 그 점 화 기 (Glow Plug Ignitor)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전원공급에 따른 저항체의 열에너지를 공급하여 수소를 연 

소시키는 장치이다. 약 100 W 이상의 전원올 필요로 하며 사고발생신호에 따라 자 

동으로 작동되거나 제어설 운전원의 의한 수동 작통 모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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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플러그 점화기는 운전이 용이하고 다른 기기와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NRC가 권장한 수소제어계통으로， BWR Mark III 격납건물과 PWR 얼음웅축기 격 

납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허가과정에서 HCOG 주도하에 미국의 여러 연 

구기관에서 그 성능이 실험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점화기는 이후 상용화되어 설치 

사례가 많은 것으로 General Motors AC Division에서 디젤엔진용으로 개발된 모 

델명 7G (작동전압 12-14 Vac , 최소요구전력 95 W , 그림 3.2.2 참조) 또는 Tayco 

사의 모델명 193-3442-4의 helìcal igniter (작동전합 120 Vac , 최소요구전력 525 

W , 그림 3.2.3 참조)가 있다.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물리적으로는 매우 단단하며 작동수명 또한 매우 길어 발전 

소 수명동안 보장되고， 성능 변에서도 연소가능한계 근처 (5 %)에서도 작동이 가능 

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성능은 다음과 같다. 

수소농도가 5-8 %일 때 점화가 가능하다. 

최소수소가연한계 근처에서도 가능하다. 

살수계통 작동은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화 및 연소 능력에 거의 영 

향올 주지 않으며， 5-8 %의 낮은 수소농도에서 살수계통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난 

류가 형성되어 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40 % 정도의 수증기농도는 수소점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55 % 이상에서는 

점화가 불가능하다. 

산소가 충분한 경우 10-12 %의 수소농도에서는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점화기 표면온도가 GM 점화기의 경우 700-800 .C (Tayco 점화기는 520 .C 근 

처)에 도달해야 작동이 가능하며 대기 속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올 경우에는 더 

높은 표면 온도가 필요하다. 

대표적 인 단점으로는 distribution panel, 전선， 작동설비 등의 전원공급계통이 필 

요하며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그 기능올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소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스파크 점화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설치개수 

가 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고온에 견디는 저항선이 필요하고 격납건물 관통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스파크 점 화기 (Spark Ignite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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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K 90, 그림 3.2.5 참조) 

지연시간 및 최소 점화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독일 Siemens사가 개발한 촉매식 점화기(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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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백금으로 코팅된 다수의 동심형 금속 원통올 포함하는 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내부의 튜브표면에는 촉매가 코탱되어 있지 않으며 튜브의 상부 및 하 

부에 점화기선이 연결되어 있다. 사고시에는 상， 하부 뚜껑이 열리며 수소를 포함한 

기체가 유입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최고 및 최저 발화 제한치 부근에서도 수소를 

점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의도적인 연소와 관련한 의사결청 

수소제어전략 중에서 의도적인 연소와 관련해서는 그림 3.2.6과 같다. 

- Al 단계 : 가용한 수소점화원 확인 

이 단계의 목적은 격납용기압에서 가용한 점화원올 확인하는 것이다. 격납건물 

내 축적된 수소를 의도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는 점화원들은 많이 있고 격납건물 내 

가능한 모든 점화원들올 고립시켜서 수소 연소를 방지할 수 있다. 점화원은 시작하 

거나 끝냈을 때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적 장치들이 될 수 있으며 motor, 

motor operator on a valve, relay 둥이 있다. 점 화원올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교류와 

직류전원을 포함해 발전소특성 기본에 대해 가능한 점화원 목록이 확인되어야 한 

다. 이 단계에서 표는 격납건물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점화원들올 요약하는 방법 

올 제공한다. Al단계에서 적어도 하나의 점화원이 가용하다고 확인되면 A2단계로 

이어진다. 

만약 어떤 점화원도 가용하지 않다면 기술지원반(TSC Technical Support 

Center)는 점화원을 사용할 때의 결과를 더 이상 평가할 필요가 없다. TSC는 점화 

원올 찾는 것올 포기하기 이전에 제어실과 논의하여 운전자의 발전소에 대한 지식 

과 함께 현재 발전소 상태가 이용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수소 제어방 

법이 수행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안내 절차단계로 돌아간다. 톨아가기 이전에 

TSC는 점화원들이 가용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진행중인 다른 작용들과 점화 

원을 회복하는 작업올 선행하도록 요구된다. 점화원들이 가용하지 않은 이유를 확 

인하는 것은 장치들을 수선하는 발전소 재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올 가능하게 하 

고 회복 작용을 수행하게 한다. 만약 하나 이상의 조건이 점화원의 사용을 못하게 

하면 TSC는 한 조건올 고치고 점화원이 여전히 초기화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대 

신에 각 조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올 것이다. 또한， TSC는 장치가 수선됨과 동시 

에 점화원이 시작될 수 있음올 확인하게되면 장치를 수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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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단계 : 최상의 점화원 확인 

이 단계에서는 수소를 점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점화원을 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점화원이 가용하다면， TSC는 어떤 점화원이 더 나은 지를 

결정해야 한다. 점화원올 사용하는 것은 모터를 켜고 끄거나 밸브를 열고 닫올 수 

있기 때문에 TSC는 회복 조치를 받거나 핵분열 생성물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점화 

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점화원 목록은 발전소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침서도 최상의 점화원올 가정할 수는 없다. 대신에 결정은 TSC에 대해 발전소와 

시나리오 특이 정보에 기본올 둘 것이다. 만약 점화원이 밸브를 열거나 닫기를 요 

구하면 TSC는 이 단계에서 최상의 밸브 위치를 확인하여 제어실이 요구하지 않은 

위치에 밸브를 두지 않도록 한다. 보다 나은 방안올 결정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것 

과 부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어야하는데 만약 의도적인 수소 연소 방안이 선택되었다 

면 관련된 부정적 효과들이 평가되었고 인정할만한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 A3 단계 : 방안을 수행하도록 제어실에 명령 

최상의 정화원이 확인된 이후 의도적인 수소 연소 방안을 수행하도록 제어실에 

명령을 하게된다. 이 단계 이전에 두 가지 결정이 고려된다;1)가용한 점화원이 있 

다 2)점화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과는 인정할만하다. 결정과정의 

부분으로써， TSC는 보다 나은 점화원을 확인했어야 했다. 이 점에 대해 TSC는 정 

보를 제어실과 통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점화원이 작동할 수 있올 것이다. 

통화는 전화， 팩스， 직접전달 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통화는 다음과 같다: 

· 선호된 점화원의 일부인 특이 계통 요소들은 어떤 특수 한계를 가진다. 

• 어떤 발전소 특이 지침서들에서 제어실은 점화원올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침서 

들이 이미 존재할 지 모르고， 지침서들이 다른 존재하는 절차들로부터 모아질 필요 

가 있거나 TSC는 그 점에 대해 지침서를 쓸 필요가 있올 것이다. 

· 추가적인 감시역량은 방안의 성공 이후나 유발될 지 모르는 부정적 효과 다음에 

필요할 것이다. 

통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본질상 발전소 특성이므로 배경이론에서 언급되는 이상 

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일단 제어실이 의도적 수소 연소 방안올 고려하는 정보 

를 받으면 그들은 방안 수행에 책임이 있다. 지침서의 이 점으로부터 제어실은 

TSC조치를 받아 수소 점화원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TSC는 제어실 

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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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단 계 : 방안 수 행 을 확 인 

기본적인 목적은 점화원의 시작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어실은 TSC에 의해 확인 

된 한계와 지침서를 기본으로 점화원의 시작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단계는 TSC 

에게 독립적으로 제어실이 이해하고 수행한 안내절차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단계는 제어실 행동올 독립적으로 확인하므로 각각의 인자들을 감시하는 수단은 

TSC에 가용함이 틀림없다. 모든 발전소들은 다른 감시여력을 가지므로， 어떤 감시 

인자도 절차지침서에 확인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인자를 TSC가 감시할 지는 발 

전소에 달려있다. 

- A5 단계 : 수소연소가 발생했는지를 확인 

여기서 다루는 수소제어방안의 목적은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를 의도적으로 연소 

시키는 것이다. 수소 연소가 일어날 때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는 스파이크를 일으키 

고 몇 초 동안 지속된다. 또한 격납건물 수소 밀도는 연소 때문에 상당히 감소한다. 

격납건물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들은 수소 연소의 발생을 결정한다. 만약 발전소 컴 

퓨터에서 격납건물 압력과 온도의 측정 사이에 시간이 수 초를 넘으면 컴퓨터는 수 

소 연소를 놓칠 수 있다. 만약 수소 연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TSC는 다른 점화원이 

사용되어야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처음의 점화원이 수소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한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점화원들의 가용성은 

Al단계를 사용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만약 TSC가 또 다른 점화원올 사용하도 

록 결정하면 A2단계로 돌아가서 최선의 점화원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부분적인 

수소 연소가 발생했으나 수소가 여전히 심각하면， TSC는 지침서의 처음 단계로 돌 

아가서 다른 수소 제어 방안이 수행될 지를 결정한다. 

- A6 단계 : 계속 사용된 점화원이 고립되어야 할지를 결정 

이 단계에서는 계속 사용된 점화원이 차후 사고에 기대하지 않았던 반웅올 방지 

하기 위해 고립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 지침서에 연속적인 점화원 

이 시작되었다면， TSC는 사고 회복시에 가능한 수소 형성에 기본하여 점화원을 고 

립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올 수도 있다. 만약 점화원을 제공하는 계통 

이 회복 경위동안 발전소의 회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면 TSC는 다시 필요할 

때까지 점화원을 아마도 고립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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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 단계 : 수소제어 방안의 재수행 

수소제어를 위해 인위적인 연소방안을 택한 후 제어실에 명령올 내렸올 경우，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방안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수행을 행한다. 

다. 수소재결합기 

1) 피 동 촉 매 식 재 결 합 기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3-8, 3-9] 

그림 3.2.7 및 3.2.8는 독일 Siemens사 및 NIS사의 PAR를 나타낸다. 현재 PAR는 

독일의 Siemens사 및 NIS사， 캐나다 AECL, 그리고 스위스 등의 총 4곳에서 제작 

되고 있다. 이 중 원자력발전소에 적용 사례가 있는 제품은 Siemens사의 것이 유일 

하며， 타 회사가 단일 사양의 제품올 제시하는데 반해 Siemens사의 경우，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제품의 모양은 사용하는 촉매제 및 카트리지 모양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Siemens와 캐나다가 유사하며， 스위스와 NIS가 또한 유사하 

다. 

PAR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직육면체 상자로， 위， 아래가 개방되어 있으며， 

상자 하단부에 수직방향으로 촉매제가 코팅되어 있는 카트리지 수십 개가 꽂혀져 

있어 카트리지 사이로 수소를 포함한 가스혼합체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 장치이다. 

촉매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생성된 수소를 제거하게 된다. 

2H2(g) + 02(g)• 2H20(g) 

촉매제로는 백금 (platinum ， Siemens , 스위스) 또는 팔라륨(palladium ， NIS)을 사용 

하며 이 촉매제가 장치 하단부에 설치된 카트리지 사이로 형성된 유동 속에 포함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킨다. 이 때 생성되는 수증기는 상부로 올라가고 수증기 생성 

반응시 생기는 반응열의 온도구배에 의한 부력으로 장치 상부를 빠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유동으로 인해 격실내의 다른 기체들을 장치 하단부에 개방되어 있는 카 

트리지 입구로 유입됨으로써 연속적인 수소의 재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PAR장치 상부의 통로를 충분히 길게 해줌으로써 굴뚝효과(chimney effecO를 일으 

켜 카트리지 입구로의 기체유입을 원활히 해주고 수소재결합효율올 높여주도록 설 

계되어 있다. 카트리지를 통과한 기체 및 재결합으로 발생된 수증기가 반응열에 의 

해 데워진 상태에서 장치 상부를 통해 격납건물로 유입， 혼합되므로 자연혼합대류 

및 PAR에 의해 유도된 혼합대류를 형성시켜 가연성 기체의 혼합을 돕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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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PAR는 그 기능상의 장점 때문에 1992년 이 후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항목으 

로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둥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3.2.1에 PAR 

와 관련된 검증 연구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Siemens 제품을 설치했거나 또는 설 

치 예정인 발전소도 많이 있으며 대부분 유럽 지역에 국한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Doel 원전의 실제 적용사례를 감안하면 PAR의 기능 및 성능은 전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PAR 작동에 따른 역기능 평가， 중대사고시의 특수 

한 환경 하에서의 영향 둥에 대해서는 일부 검증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연구가 진 

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규명된 PAR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PAR의 재결합율은 크고 혼합 기체내의 수증기가 존재하 

더라도 재결합율은 전혀 영향올 받지 않는다. 

격납건물이 건조(dry) 상태를 유지할 경우， 수소 최소연소가능한계(약 5 % 이 

상)보다 낮은 농도에서 수소를 제거할 수 있다.(2-3 %) 

격납건물이 wet 상태일 경우， 재결합에 의한 발열열이 촉매제 표면의 물방울을 

증발시키기 전까지는 작동지연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방수코팅올 사용하여 초기 

wetting을 방지하고 있어 작동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촉매제의 소멸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aging 문제는 없다. 하지만 촉매제 표면에 

오염물질<iodine， 액체 방울， 에어로졸， 검탱 둥)이 부착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2) PAR 모렐 검토 

PAR에 대한 모텔은 대상에 따라 Siemens, NIS P AR에 대한 모텔로， 그리고 모 

델의 특성에 따라 실험적， 해석적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주요 코드 내에 삽업되어 

쓰이는 모델은 대부분 실험을 바탕으로 한 상관식 형태의 모텔이며 현재 PAR 모 

델이 포함되어 있는 GASFLOW 코드를 비롯하여 GOTHIC, MAAP4 등의 기존 해 

석코드에 PAR 모댈을 삽입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PAR와 관련된 실험적， 해석적 모텔 및 GASFLOW 코드의 PAR 모델올 아래에 

기술하였다. 

가) Fischer(NIS) 모 델[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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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her 모 텔 은 체 적 10 m2의 test vessel에 서 의 cross section 0.1 X 0.1 m2의 

PAR 모사체를 이용한 실험과 BMC 모률에서의 1 × 1 m2 프로토타입 실험올 통하 

여 상관식 형태의 PAR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IS 재결합기를 통과하는 정상상태 체적유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Qo = a(Y h
2
IN)b (3.2. 1) 

여기서 Y h
2
.IN 재결합기 업구에서의 수소 volume fraction올 나타내며 상수 a , 

b 는 실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 = 0.67 X 1Q6(cm 3 /s) 

b =0.307 

시간에 따른 volumetric flow Q(t)는 다음과 같은 미분식으로 표현된다. 

피요 = ~(Qo-Q) dt r ,'<'O u 

여 기 서 r = relaxation time constant(실 험 적 으로 대 략 1800 s)를 나타 낸 다. 

(3.2.2) 

Efficiency factor η = 1- Coutlet/Cinlet = 0.846 from experiment 으 로 결 정 하 였 다. 

나) EPRI NIS 모델 [3-10] 

AL WR(AP600) DBA 시 PAR에 의 한 수소제 어 분석 을 위 한 PAR test를 재 평 가 

하기 위해 실험을 통하여 NIS PAR에 대한 모댈을 수정하였다. 

일반적인 수소감소율 방정식올 식 (3.2.3)과 같이 나타내었고 Full scale 실험 및 

PAR segment 실험 후에 각각 식 (3.2.4)및 식 (3.2.5)과 같이 모텔올 제안하였다. 

R(kg/h) = Q x (C/ lQO) x ηx pX 3600 (3.2.3) 

여기서 

Q =PAR를 통과하는 체적유량= aC b [m3 /s] 
(a=0.67 , b=0.307) 

C = 입구에서의 수소농도 [vol. %] 
η = 재 결합 효율 = 1-(C H2ωtlet/C H 2.inlet) = 0.846 

p 주입 gas의 온도， 압력에 따른 수소밀도 [kg/m3
] 

R = 50172 x (C /100)1.307 X P /(T + 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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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 입구 수소농도 [vol. %] 
P 전체 압력 [bars] 
T 입구 gas온도 [ .C] 

Nominal model- based full æale R(kg/h) = 
5.596.037 x rO.029883 x (C/100)2 + (0 .001009 x C/100) x P1 

(T+ 273.15) 

Lower bound model- based full æale R(kg/h) = 

수소농도가 0.2vol. %보다 작으면 R = 0 

수소농도가 0.2vol. %보다 크면 R = 

5.596.037 x r 0.029883 x cr C - 0.21/100)2 + (0 .001009 x r C - 0.21/100) x P1 
( T+273.15) 

다) Sher et al. 모 델 [311] 

(3.2.5) 

Sher 등은 해석적 모델을 개발하여 실험 및 기존 Fischer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 

하였다. PAR는 N개의 plate (N-l 개의 채널)로 구성되고 Edge effect는 무시하였으 

며 vertical 판에 대해 아랫부분에서의 자연대류흐름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모텔 

을 제시하였다. 

-ÀH 
R(kg/s) = v . W . L . PHo . (1- e V ) (3.2.6) 

여 기 서 v는 PAR 통 과 유 속 (m/s) , W는 plate 간 격 (m) , L은 plate 깊 이 (m) , A 는 

수소제거율 상수를 나타낸다. 

라) Rohde et al. 모텔 

Rohde 등은 반응율， 촉매 판과 구조물의 온도， 출구 gas 온도 및 각기 다른 PAR 

장치에 대한 대류에 의한 유량 예측올 목적으로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 모델은 

RALOC MOD 4.0 코드에 사용되고 있다. 

Box 형태의 재결합기에 대해 1차원 질량， 에너지， 운동량 방정식 및 가정들올 통 

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델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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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 및 Siemens 재결합기에 대한 모댈이 포함되어 있다. 물리적 모형은 위/아래 

가 개방된 형태로 중간에 Reaction Zone이 위치한 경우를 모사하였으며 Siemens 

재결합기의 경우 많은 성능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입구에서의 수소 체적비에 따른 

재결합율을 곡선으로 도출하였고 NIS 재결합기의 경우는 Fischer의 모텔올 기본으 

로 하였다. 

(1) NIS Recom biner 모 델 

Battelle-Frankfurt NIS test 및 Fischer의 분석을 바탕으로 모댈 수립하였다. 

Reference velocity(cm/s) 

Uo(t) = 67 • [Y hz.IN (t)]0·%7 (3.2.9) 

재결합기 업구로 들어오는 시간에 따른 속도 U(t) 

괴딛f1l = ~ [U 0 (t) - U(t)]= ~{O.67[ Y h .. IN(t)]O페7 - U(t)} dt rL~U"/ ~"/J rtV ， V'L~n2.IN'./J ~"/J 
(3.2.10) 

Recombination reaction rate R h2 

ðmh, 1 , 
Rhz =-좋 = ηmhz INI 1- 융(1- ?)Yhz IN l:ηmIN (3.2 .11) 

화학 반웅 모텔에서의 반웅율올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올 얻을 수 있 

다. 

Rh,=2 ω>VM hz (3.2 .12) 

여기서 ψ == rate of hydrogen recombination [moles - H2/cm3 
- s]올 나타내며 효 

율이 0.846이 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ψ_l 0.846U(t)A INC hιIN(t) 
-

2 V 
(3.2.13) 

식 (3.6 .1 3)올 이 용 하 여 chemical kinetic 모 텔 에 서 의 energy release 등 을 푸 는 데 

사용한다. 

(2) Siemens 재결합기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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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 재결합기 모델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수소와 산소의 time-dependent 체적비 Y hιIN(t) ， Y 0ιIN(t) 계산한다. 

입구에서의 기체 종들의 조성을 계산한다. 

Y o. TN(t) 
Y IN = min [ Y h,IN(t) , 2 - ~(“ (3.2 .1 4) 

체적비와 체적 %를 이용하여 도출된 다항식에서 재결합율 R{t) 및 효율 7J(t)을 

결정한다. 

Reference velocity를 계산한다. 

R(t) 
Uo(t) = 

- A IN 7J(t)Ph,.IN(t) 
(3.2.15) 

재결합기 내부로 들어가는 time dependent velocity U(t)를 계산한다. ( r= lOs ) 

파파1 = ~[U)(t)-U(t)]=괴 R(t~-U(t)l (3.2.16) 
dt r ) - r 1 A IN?(t)Ph2 , IN l 
ω를 계산한다. 계산식은 식 (3.6.1 3)에서 0.846올 효율로 나타내면 된다. 

사) GOTHIC 코드에서의 재결합기 모댈 

GOTHIC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재결합기에 대한 모델은 PAR 모델이 아닌 열재 

결합기를 모사하기 위한 component4 할 수 있다. 따라서 GOTHIC 코드에서는 재 

결합기를 junction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입력 자료로 

주어야 한다. PAR가 체적 내에 위치하는 것올 고려하면 GOTHIC 코드를 이용하여 

PAR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PAR 모델올 새로이 삽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기 

서는 재결합기 모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수소의 유량은 F vh = Uv avpvh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pvh=donor volume의 

수소 농도， av=donor volume에서의 증기 분율 u v= junction velocity를 나타낸다. 

재결합율 혹은 연소로 인해 없어지는 기체 종 및 에너지， 모멘텀은 수소， 증기， 산 

소 각각에 대한 source term 및 반옹이 일어났올 시의 에너지 변화， 밀도의 변화， 

모벤텀 source의 변화 둥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에 사용 

되 는 parameter인 efficiency 또는 efficiency function , momentum height 등은 

Input으로 수치 또는 함수를 대입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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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건물 버활성화 

수소 연소는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증가시키고 건물 내 조건을 악화시킨다. 

비록 그 시간은 짧지만 격납건물 내부의 장비와 기기들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 

서 수소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좋지 못한 조건들올 제거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 

다. 수소를 연소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증기 밀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살 

수기나 팬 냉각기와 같은 열침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들올 정지시켜 격납건물 내 

수소를 축적시킬 수 있고 마침내 비활성화가 가능하다. 격납건물 경계가 깨지지 않 

는 한 30-40 psig의 압력에서 파손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압력을 높게 유지하면 격납건물로부터 핵분열 생성물의 누설과 건물 내 존재하는 

장치를 위협하는 동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만약 가압되는 상태에서 수소 연소가 

일어나지 못하면 수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격납건물에 구멍올 내는 것인데 

이 방안은 아주 극단적이고 단지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진다. 또한 일 

시적인 방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수소 제어방안올 펼요로 하는 단 

점이 있다， 

마. 무조치 

인력이나 자원이 다른 방안들에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수소가 지속적으 

로 축적되는 단점이 있다. 

3. 중대사고시 수소체어 

가. 중대사고 지침서에서의 수소와 관련된 언자 

격납건물 수소 농도는 수소 연소로 인하여 격납건물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변수이다. 

1) 격납건물 수소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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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수소 감시기는 정상운전 중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사고시에는 작동하여 

연속적으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를 감시한다. 표준원전에는 수소 농도 10% 까지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가 2대 있다. 

계통 2) 사고후 생플령 

화학분석을 통하 공기를 채취하여 내의 격납건물 수소감시기 외에도 주기적으로 

수소농도를 감시한다. 여 

계산표에서는 격납건물 대기를 연소 불가， 연소 가능하나 격납건물 건전성 위협 

안함， 연소 가능하며 격납건물 건전성 위협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 세 영 

역은 격납건물 압력과 수소농도의 함수이다. 따라서 격납건물 압력과 수소농도를 

알면， 이 때 수소 연소로 인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가를 알 수 있다. 

계측기 또는 화학분석을 통하여 수소 농도를 알 수 없을 경우 대안은 다음과 같다. 

- 수소농도는 지르코늄과 물과의 반웅 양으로부터 예측한다. 즉， 노심이 노출되었을 

대는 지르코늄의 50% 가 반응하였고， 노심이 재충수 되었을 때는 75% 의 지르코늄 

반응하였다고 가정한다.50% 및 75 % 지르코늄 반응에 해당하는 수소농도는 계 

산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소 가연성올 예측할 수 있다. 

- 계산표에 의하면 격납건물 압력이 높아서 격납건물 대가가 연소 불가 영역에 

을 대에는 수소농도는 별 의미가 없다. 

수소 가연성’ 3) 계산표 “격납건물내 

있 

이 

적용 

수소제어계통으로 수소점화기를 설정하였고 표준원전에 대하여 사고시 적용시켰 

적용성을 계산하였다. 점화기를 통한 의도적인 연소는 격납건물 수소 농도 

빨리 감소시킬 수 있으나 연소로 인한 온도와 압력의 

위협을 줄 수 있다. 압력에 따른 격납건물 누설과 파손의 

같으며 수소점화기에 의한 압력상승은 그림 3.2.10에서 볼 

들어가지 않으므로 격납건물 자체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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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하여 간단한 의사결정수목(그림 3.2.l 0을 작성하였고， 격납건물을 소격 

실로 세분화(그림 3.2.12)하였다. 그리고 수소제어 전략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 축적확률올 기반으로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를 계산하여 수소농도곡선 

올 구하였다. 일차계통에서 생성된 수소는 파단부위를 통하여 방출되며 모든 격실 

로 확산된다. 그런데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서는 유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부적으 

로 축적되어 수소가연한계치에 도달하여 폭발할 위험성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올 위하여 격납건물올 총 20개의 소격실로 구분하였다. 

파단면적이 0.00214m2 이고 파단부위가 저온관인 냉각재상실사고를 기준사고로 설 

정하였다. 

1) 의사결정수목 

의사결정수목[3-13]은 의사결정 문제의 도시 및 수학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벨이다. 어떠한 일올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올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 이 때 각 경우들은 기회노드가 되고 기회의 성공과 실패 확률이 정해질 수 있 

다. 그러한 일련의 기회들의 흐름은 최종적인 결과값에 이르게 되고 분석자는 그 

결과값들올 서로 비교하므로써 최상의 선택올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방법 

은 중대사고관리 측면에서 수소제어방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수소접화를 제 

어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방법올 사용하게되는 정보가 있올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목적수목이다. 궁극적인 안전목적이 있올 때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인자가 상존하고 여기서는 수소로 잡았다. 따라서 사전에 수소제어에 대 

한 충분한 정보는 수소제어 의사결정수목올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일단 수소제어에 대한 방안이 세워지면 결정 노드(Decision node)로부터 출발올 

하게 된다. 그리고 여 러 가지의 기회 노드(Chance node)로 연결된다. 의사결정수목 

의 장점은 결정구조를 명료하게 나타내 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모델은 의사결정 

자에게 각각의 가능한 결과 즉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직접적으 

로 보여준다. 사고 시 수동적인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운전원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 

은 수소제어관련 설비의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전내의 수소제어 관련 설 

비는 수소점화기， 재결합기， 격납건물 살수계통 둥이 있는데 점화기는 연소를 통한 

수소제어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사고 후 작동 시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섬노출과 압력용기 파손시 수소 점화기를 각각 작동 

시켜 최종적인 수소 농도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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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 

결정수목은 중대사고를 인지하고 안전목적수목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운전원이 최상 

의 제어 결정올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고 간단한 형태가 그림 3.2 .1 3에서 

보여진다. 

결정노드로는 수소점화기의 작동올 설정하였는데 작동한계치가 되면 18개 전부가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형냉각재 상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되 

는 사고진행에 따라 작동가능한 계통을 중심으로 기회노드를 설정하였는데 고압안 

전주입계통， 저압안전주입계통， 그리고 격납건물 살수계통 등이다. 각각의 노드에 

대한 확률값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토대로 고압안전주업계통의 고장확률은 

1.07 x 10 3, 저압안전주업계통의 고장확률은 1.08x 10-3, 그리고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고장확률은 2.31 X 10 3올 적용하였다. 

살수계통은 격납건물 압력하중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설계기준에 의해 셜치되어 

있으므로 중대사고로 전이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격 

납건물 돔에 설치된 주살수노즐과 운전총 이하에 설치된 보조살수노즐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격납건물 돔에 설치된 것에 한해서 계산하였다. 살수계통의 작동 

은 격납건물의 압력상숭에 따라 설계치에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으나 격납건물내 압 

력상승으로 살수계통이 작동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0초 정도 이내이므로 사 

고초기붙 사수계통은 작동된다고 가정하였다. 

2)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원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올 고려하여 수소제어계통올 

작동시켜야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3-14]에 따 

라 확률론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S 는 사고 시나리오 P 는 사고진행확률 X 는 수소농도를 각 

각 나타낸다. 예를 들어 SI은 의사결정수목에 있어서 시발점부터 최종 관심대상인 

수소농도인 끝점까지의 하나의 경로를 나타내고 P1은 경로의 확률， 그리고 X1은 그 

러한 경로를 통해 사고가 진행되었올 때의 수소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종적인 

수소농도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것은 수소농도를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Xl~X2~X3~ . . . ~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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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I은 가장 낮은 수소농도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이고， SN은 가장 높은 수소 

농도를 보여주는 시나리오다. 축적확률올 포함하는 사고 시나리오는 표 3.2.3과 같 

다. 표와 같이 하여 구해진 농도에 따른 축적확률은 그림 3.2 .14 와 같은데 이 때의 

확률은 실제 계산 값올 그대로 표시한 것이고 이 분포로부터 Gaussian Fitting을 

통해 확률밀도함수를 구한다음 1-CDF의 그래프를 얻게된다. 

3) 격질모탤 

중대사고시 수소는 격납건물내 모든 공간으로 확산되며 국부적으로 수소농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수소의 가연조건 하에서 점화원이 존재하여 연소 또 

는 폭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높은 수소부피농도를 유발시키는 과정을 분 

석하여 적절한 대책의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격납건물의 기하학적 모텔령에서 가능 

한 소격실을 구분하여 국부수소농도의 영향올 정확히 분석하도록 하였다. 기하학적 

모델올 위하여 각 격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20개의 격실로 구분하였다 

[3-15]. 

- 이미 격실로 구분되어 있는 반밀폐형 공간 

- 사고시 기체의 방출로 격시이나 공간상 서로 다른 압력경계가 형성되는 영역 

- 기체확산시 장애물로인해 흐름이 제한되는 지역 

- 국부적으로 공학적안전계통의 영향올 크게 받는 지역 

- 장기적으로 국부수소농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4) 결과 

의사결정수목은 크게 수소점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었으 

며 각 의사결정수목은 모두 8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진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수소점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9번부터 16번까지는 수소점화기가 작동하지 않 

는 경우이다.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에 따라 이들의 값올 표시한 것이 그림 3.2.14 

에 나와 있다. 그림 3.2.15 와 그림 3.2.16 은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확률과 수소농도에 대해서 나타낸후 Gaussian fitting을 통해서 다시 나타낸 것이며 

두 개의 수소 확률밀도함수를 함께 나타내면 그림 3.2.17 과 같다. 이로부터 1-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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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하면 그림 3.2.18 과 같으며 곡선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들은 실제의 축적확 

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소점화기를 작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함께 

그려보면 1.2%의 수소농도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었다. 

참조원전인 울진 3.4 호기에는 수소생성원으로 판단되는 곳에 총 18개의 점화기 

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MAAP4 계산을 수행해본 결과 모든 비상노심주입계 

통이 작동하지 않고 안전주입수만 고려할 때 Zr 산화율은 68% 정도였다. 어떠한 

격실에서도 10%가 넘지않았으며 수소점화기가 6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한 

하부격실에서 국부수소농도가 0.52%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소제어계통으 

로 수소점화기를 사용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번 계산의 결과를 통해 수소점화기가 작동함에 따라 

100K 의 온도상승과 5,200Pa (O.75psi) 의 압력상숭이 있었다. 

다. 의사결정수목을 이용한 PAR 및 점화기 혼용원전 사고명가 

의사결정수목에 따른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2 .19-

3.2.21과 같은 의사결정수목올 작성하였다. PAR는 피동계통이므로 별도의 전원이 

없는 관계로 사고시 주위의 수소와 산소농도가 일정 수준이 되면 저절로 반웅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전원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수소 제어전략의 하 

나의 수단으로써 확인올 위해 결정노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9는 PAR에 의한 

수소 제어전략만을 사용한 경우이고 그림 3.6.20은 수소점화기에 의한 수소 제어전 

략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그림 3.6.21처럼 이 둘을 혼용한 제어전략올 각각 사용 

하였을 때의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분석올 위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2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결과만 보여주기 

로 한다. 

그림 3.6.22는 의사결정수목의 각 시나리오 중에서 수소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경우와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게 나오는 경우는 수소 제 

어설비가 없으며 격납건물 살수기가 작동하여 증기를 감소시켜 상대적인 수소 농도 

를 증가시킨 경우이다.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온 경우는 수소제어설바가 중대사고 환 

경에서도 성능저하가 없이 제대로 모두 작동한 경우인데 이에 의하면 격납건물 내 

부의 수소 농도가 3 %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23은 사고관리방 

안 평가척도에 의한 방법으로 의사결정 각 시나리오 대한 축적확률과 수소농도를 

보여주는데 수소점화기와 PAR를 혼용한 경우는 PAR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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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수소농도만올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PAR의 작동시점이 늦다 

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후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모이는 수소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소점화기를 혼용하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올 준다고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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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 PAR 관련 검증연구현황 

Country Institute Activity Year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1989 
Karlstein 

1990 Germany 
Laboratories 

application for patent 

patent grant어 1995 

Bettelle-모 델 performance test in a multicompartment 
Germany 1991 

Containment geometry 

Belgium 
Qualification, development of calculation 

1993 
method, partition considerations 

France Cadarache 
EDF-KALI tests; Qualification for 900 MW 

1995 
PWR and French accident scenario 

USA!Fran 
Cadarache 

EPR!EDF - KALI tests ; qualification for 
1995/1996 

ce US-ALWR, CEA 

France Cadarache aerosol poisoning tests, H2-PAR program 1996 

Germany 
Bettelle-모 텔 

Containment 

multirecombiner test in a multicompartment 
1996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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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각 국의 PAR 설치 현황 

Country Plants Pieces Supplied Status 

Doel 1 24 operable 
Doe12 26 operable 
Doel 3 40 operable 

Belgium Doe14 37 under construction 

Tihange 1 37 under construction 
Tihange 2 38 operable 

Tihange 3 42 under construction 

Dukovany 1 16 under construction 

Dul‘ ovany 2 16 under construction 

Tschechian 
Dukovany 3 16 under construction 

Dul‘ovany 4 16 under construction 
Temelin 1 22 under construction 
Temelin 2 22 under construction 

P와‘s 1 16 under construction 

P와‘s 16 under construction 
Hungary 

P와(s 16 under construction 

P와‘s 4 16 under construction 

Netherlands Borssele 20 under construction 

Bohunice 161’ under construction 
Slovakia 

1611 Mochovce under construction 

Russia Kalinin 3 5011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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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3. 축석학플윤 포함하는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 

시나라오 확률 수소농도 축적확률 

SI Pl Xl CP1=P:z+Pl 

S‘) p :z X2 Cp:z二P3+P:z

. 

Si pi Xi CPi=Pνj+Pi 

. . . 

. 
SN-l PN-l XN-l CPN-l =PN+PN-l 

SN PN XN CPN=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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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oncentration 
0.8 

0 .4 

0.0 

Flammability 
Limit 

0.3 

Inert 

H20 Concentration 

그림 3.2 .1 수소의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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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sibl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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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gniter electronics 

4. Pressure switch 

5. Temperature switch 

-

6. Electrodes 

7. Protective cage 

8. Thermal insulation 

9. Evaporation cooler 

10. Mounting support 

그림 3.2.4 Siemens WZB 89 스파크점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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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Siemens WZK 90 촉 매 식 점 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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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가용한 점화원 확인 

A2 : 최상의 점화원 선랙 

A3 : 져|어싫에 방만 수행 명령 

A4 : 방안 수행 확인 

A5 : 수소연소 발생 확인 

A6 : 수소점화원의 고립 결정 

A7: 방안 재수행 

F: 실때 
s 췄 F S: 성공 

A5 

F 

---

그림 3.2.6 수소점화를 위한 의사결정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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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7 독일 Siemens PAR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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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독일 NIS PAR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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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격납건물 파손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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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 Induced Primary System Failure 

MS : Melt Stop 

AF : No Alpha Failure 

CE : Amount of Corium Ejected 

EF : Early Containment Failure 

CS : No Late Recirculation Failure 

EV : Debris Cooled Ex-vessel 

LF ’ Late Containment Failure 
BMT : Basemat Melt-through 
Y : Yes 

N : No 

y I 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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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나RF 1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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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 
BMT CONCENT. 

EV y 

그림 3.2.11 일반적인 격납건물 사건수목에 대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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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격 납건물 격 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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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Igniters operation 

Cl :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C2 :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C3 : Containment spray system 

그립 3.2.13 의사결정수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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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시나리오별 놓도에 대한 축적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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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Igniter-On 경우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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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Igniter-Off 경우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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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Igniter-On & Off 경우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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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8 Igniter-On & Off 경우의 수소농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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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PAR만올 사용한 경우의 의사결정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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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수소점화기만올 사용한 경우의 의사결정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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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PAR와 수소점화기를 혼용한 경우의 의사결정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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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수소생성 관련 연구현황 및 MAAP4 모댈 명가 

중대사고시 수소거동에 의한 격납건물 손상가능성은 TMI-2 및 체르노벌 원전사 

고에서 입증되었다. TMI-2와 같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에서 거의 대부분의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핵연료피복재 100 %가 산화(다음의 식 참조)될 경 

우에는 약 1000 kg에 가까운 수소를 발생될 수 있으며 생성된 수소가 격납건물로 

방출될 경우 수소 연소로 이어져 격납건물의 건전성올 위협하는 압력을 생성시킬 

수 있다. 

2H 20 (steam) + Zr • 2H 2 + zr02+ 6700J/g - Zr 

따라서 수소생성， 혼합 그리고 연소 둥의 모든 수소거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해는 격납건물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특히， 수소생성량 메커니즘 이해 및 정 

확한 예측방법론 수립은 수소거동 해석과 관련된 위험도 평가 및 사고관리 절차확 

립에 요구되는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대사고시 수소생성은 노심 노출로 

시작되는 사고 진행 과정 특성에 의해 화우되며， 사고완화 및 대처방안의 사고 관 

리 방법에 따라 그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대사고시 발생 가능한 물 

리적 현상에 지배를 받으며， 정확한 수소생성량올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소생성올 

지배하는 물리적 현상들의 적절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수소생성 거동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수소생 

성량과 관련한 자료 및 연구 현황의 파악과 기존 모텔의 검토， 나아가 새로운 모델 

의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성의 주요 메커니즘올 검토하고 각 국에서 수행된 주요 실 

험 결과의 검토를 통해 수소생성량의 예측정도 및 지배인자를 파악하였으며 해석모 

댈에의 수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MAAP4모텔을 검토하고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1. 수소생성 현상 

중대사고 진행 시각에 따라 수소를 생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표 3.3.1에 나타 

내었다. 

가. 원자로내 수소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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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 노섬 손상(SFD: Severe Fuel Damage) 및 노심용융 진행 

중대 노섬 손상 부분은 전체 중대사고 진행과정에서 초기 부분으로 이 후의 사고 

진행에 있어서 Source Term의 역할올 하게 된다. 중대사고시 손상 핵연료는 사고 

초기 노심의 노출 및 가열，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 및 수소 발생， 핵연료 액화， 용융 

및 재배치， 그리고 원자로 용기의 파열 둥이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핵분열 생 

성물의 방출， 이송 및 부착 둥의 현상이 발생한다. 사고가 진행되어 원자로 용기가 

깨어져 핵분열 생성물과 수소 그리고 노심용융물이 격납건물 내로 유출되면 다량의 

수소가 격납건물 내로 혼합하게 되며 이렇게 생성된 수소가 연소될 경우 발생하는 

고온， 고압상태는 격납건물과 중대사고시 작동해야 할 안전관련설비의 건전성올 위 

협할 수 있다. 

나. 완자로외 수소생성 

1) 노심용융물 콘크리트 상호작용(MCCI: Molten Core-Concrete Interaction) 

노심용융물 콘크리트 상호작용은 원자로 용기의 하부를 뚫고 흘러내린 노심용융 

물질이 격납건물의 콘크리트와 서로 반웅하여 콘크리트를 분해하고， 분해된 물질들 

과 노심용융물질 사이의 화학반용으로 기체(H2• CO. CO2 둥)가 생성되어 이 기 

체들이 용융 풀올 따라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의 기체 및 에어로졸올 방출하는 현상 

으로， 이와 관련하여 격납건물의 합력증가， 콘크리트의 부식 둥올 연구 대상으로 한 

다. 노심용융물 콘크리트 상호작용에 의한 수소의 생성은 비상 냉각계통의 주입이 

진행되는 사고후기의 진행과정이며 복잡한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 

2) 격 납 건 물 직 접 가 열 (DCH: Direct Containment Heating) 

이 현상은 중대사고시 원자로 핵연료봉 피복재를 포함하는 노심과 내부구조물이 

용융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심 하부에 쌓이며 압력용기 하부에 위치한 Instrument 

tube penetration 부분올 열 접촉을 통해 녹이고 원자로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계통 

압력이 어느 한계값( >2 MPa)올 넘게 되면 용융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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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되어 내벽을 흐르고 고압수증기가 뒤따라 이를 entrain 시킴으로써 노심용융물 

이 격납건물 내로 분사되등 방출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고는 고온의 노섬용융물 

이 높은 압력에 의해 방출되면서 작은 업자로 쪼개져 격납건물 내로 확산됨으로써 

격납건물내의 대기를 직접 가열할 뿐만 아니라 공기중의 산소 및 수증기와의 발열 

반응에 의해 격납건물내의 온도와 압력올 상숭시켜 격납건물의 건전성올 위협하게 

된다. 특히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수소는 수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격납 

건물의 건전성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소생성량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다. 노섬용융물-냉각수 상호작용(FCI: Fuel-Coolant Interaction) 

노심 냉각수 상호작용은 뜨거운 액체 상태의 노심용융물이 차갑고 더 기화되기 

쉬운 냉각수와 접촉해 급속히 파편화되면서 낮은 온도의 냉각수로 열올 전달해 증 

기를 발생시킴으로써 국부적으로 높은 압력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열로 인하여 핵연료와 피복재 둥의 노심 구성 성분들이 제 위치를 이탈하여 원 

자로용기 하부공동(lower plenum)으로 떨어질 경우나， 또 원자로용기 벽의 파손으 

로 인하여 노심용융물을 원자로공동(reactor cavity)으로 분출되는 경우에 발생된다. 

반응은 격렬한(energetic ， 증기폭발의 형태를 염) 또는 비격렬한(non-energetic ， 수증 

기 스파크의 형태를 염)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격렬한 반용은 국부적인 압력 

상숭에 이르는 시간Oocal pressure rise time)이 관성적으로 외부로 압력올 전달시 

켜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른바 관성 압력 배출(inertial pressure relief)에 이르는 시 

간보다 작아지는， 마하 수가 1보다 클 경우에 발생하며 이 때 충격파가 발생한다. 

반면 비격렬한 노심 냉각수 상호작용(steam spike)에서는 증기 폭발 현상의 특정인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고 압력 증가의 시간 간격이 더 크며 영향은 증기폭발보다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설험 연구 현황 및 주요 인자 션청 

수소생성 실험의 경우 실제 독립된 실험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보통 가장 큰 

수소 발생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노섬용융 진행시의 지르칼로이와 수증기의 산화반 

응(SFD)이나， 콘크리트와 노심용융물과의 상호작용(MCCI)과 같은 현상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모텔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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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내 수소생성 실험 

원자로내 수소생성 정도의 평가는 NUREG-1150[3-16]과 Severe Accident 

Scaling Methodology(SASM) 프로그램 [3-17]올 기반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평가 

들은 가압경수로에 대해 적용 가능한 많은 양의 해석적， 실험적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 평가들에 근거하면， 예측되는 최고 In-Vessel 수소생성 정도는 지르칼로이 

질량 70 % 산화에 의한 것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저압 상태보다 고압 상태에서 훨 

씬 더 많은 수소를 생성한다. 

수소생성을 초점으로 간략한 논의를 아래에 기술하였다. 

1) PBF-SFD 실 험 

노내 실험으로 네 개의 PBF-SFD 실험이 원형 크기 척도로 수행되었다. 이 실험 

은 중대사고 조건하에서 노심 구성 물질들의 복합적 거동올 이해하기 위해 설계되 

었으며 수소생성과 용융물 상호작용의 영향뿐만 아니라 핵분열 생성물과 에어로졸 

의 유출， 이송， 축적에 대한 거동까지 연구되었다. 

모든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주목할 점은 약 2170 K에서 Zr(û)/UÛ2의 액화가 

시작된 후 냉각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수소의 생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Steam-starved 실험에서 대부분의 수소생성은 Zr/Uû2의 액화와 재배치가 시작된 

이후에 생성되었으며 Steam-Rich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수소가 실험 초기 단계에서 

생성되었다. 

핵연료 집합체 전체 길이(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하부 위치는 제외)에 대하여 

손상되지 않은 부분과 재배치가 일어난 부분 모두가 산화되었다는 것과 최대 폐쇄 

위치에서의 용융 파편물의 산화가 명백하였다. 또한 실험 후에 수행된 PBF-SFD 

실험 집합체 시금물의 MetaUurgical 분석에서 나타난 용융물의 재배치와 지르칼로 

이의 산화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매우 일정하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2) NRU_FLHT 실 험 

노내 실험으로 이 실험 장치는 상업용 연료봉의 전체 길이 02 ft)를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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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RU_FLHT 실험의 주요 목적은 노심의 용융을 일으키는 조건에 대하여 지르 

칼로이의 산화와 노심 손상 진행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는데 있었으며 사용 후 연 

료봉을 포함하는 실험 집합체에 대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에 대한 자료가 얻어 

졌다. 

FLHT-4와 FLHT-5 실험에서 2170 K 이 후의 수소생성율은 95 %였으며 이것은 

Steam-starved 조건에서 a-Zr(ü)의 용융 및 핵연료의 액화가 시작된 후 대부분 

의 수소생성이 이루어졌던 PBF-SFD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3) ACRR-DF-4 설 혐 

DF-4 실 험 은 Sandia National laboratories(SNU의 Annular Core Research 

Reactor(ACRR)에서 수행된 일련의 손상된 연료 실험 중 네 번째 실험이며 비등경 

수로의 구조 및 제어 요소들의 거동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4) LOFT-FP-2 실 험 

LOFT 실험 장치는 냉각재 상실 사고 조건에서 상업용 가압경수로의 주요 요소 

들을 모사하기 위하여 전체 원자로 계통올 축소하여 설계되었으며 오직 붕괴열에 

의한 냉각재 증발과 노심 노출 실험에 대한 장치이다. Center Fuel Module(CFM)산 

화에 대한 FP-2 자료에 의하면 최저 575 g에서 최고 1064 g의 지르칼로이 산화에 

의한 수소생성량은 862 g의 대표값을 가진다. CFM 내의 지르칼로이 피복재의 총 

량， 측판(shroud)의 안쪽 라이 너 그리 고 유도관(guide tube) 산화에 의 해 약 1760 g 

의 수소가 생성되므로 대표값인 862 g의 수소는 지르칼로이의 49 % 산화 정도에 

해당한다. 

LOFT-FP-2 실험에서 수소생성 총량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생성 

거 동 의 영 향 에 대 한 정 보 를 알 수 있 다. Blowdown Suppression Tank(BST) 에 서 

발견된 수소(205+ 11 g)와 1차 계통에 남아 있는 수소(819+364 g) 사이의 차이에서 

대부분의 수소가 1차 계통에서 BST가 고립된 후(즉， 재관수 중 및 이후)에 생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재관수 중의 온도 변화는 재관수 중의 지르칼로이의 발열 산화 

반응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수소는 재관수 전에 205 g , 재관수 중에 819 g 이 생 

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재관수는 급속한 지르칼로이의 산 

화와 그에 따른 수소의 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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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RA 질험 

Out-of-pile 장치로 이 실험은 지금의 독일 연방 공화국 FZK 의 CORA 장치에 

서 수행되었으며 국내 및 국제 “Severe Fuel Damage(SFD)" 프로그램 [3-18， 3-19] 

의 한 부분이다. 이 실험은 완만한 온도 상숭에 노출된 연료봉이 있는 경수로의 소 

규모 냉각재 상실사고 조건올 모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르코늄-증기 반웅에 의한 온도의 상승은 상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측정된 최 

대 가열율(maximum heat-up rate)과 최 대 온도는 각각 20 K/s 와 2300 K이 었다. 

수소의 생성은 지르칼로이와 증기의 유효성， 열 증가율， 산화된 지르칼로이의 양， 

최대 집합체 온도， 그리고 냉각 조건(slow cooldown 또는 quenching)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소는 지르칼로이의 액화 또는 용융 온도 이상의 온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피복재가 손상되지 않고 증기가 안쪽 면에 접할 수 없는 한， 내부에서의 피복재 

산화는 연료봉 가열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산화되지 않은 피복재 물질은 재관 

수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올 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수소의 생성율은 집합체 냉 

각 모드에 따라 상당한 의존성올 가지는 것올 알 수 었다. 

CORA-16(without quenching)과 CORA -17(quenching) 실 험 에 서 측정 된 수소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CORA-17의 재관수 상태에서 주목할 만한 수소의 첨두가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수소 감웅에 대해 이와 비슷한 거동이 가압경수로 형태의 Fuel 

element를 모사한 CORA-12 실 험 에 서 도 나타났다. CORA-12 와 CORA-17 실 험 에 

서의 큰 수소 첨두는 냉각수의 포화 증기와 초기 천이 상태에서 완전히 소모되지 

않은 지르칼로이 사이의 격렬한 일련의 산화 반웅에 기인하며 재관수 상태에서 대 

부분의 수소가 생성되었다. CORA-17 실험에서 측정된 수소의 총량은 128 g이며 

이 중 31 g은 3000 s와 5000 s 사이에서 생성되었고 97 g은 5000 s와 6000 s 사이 

즉 재관수 상태에서 생성되었다. LOFT-FP-2 실험과 비교해보면 LOFT-FP-2 실 

험에서는 재관수 중의 생성된 수소의 정도는 80 %이다. 

세 번 째 냉 각 실 험 인 CORA-13 실 험 Onternational standard problem으로 선 정 ; 

OECD/ISP-31)에서 연료봉 집합체의 냉각이 초기에(즉 고온에서) 시작되었다. 이 

실험에서，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의 물 수위는 이미 가열 영역(0 mm)의 바닥 부분 

이었으며 이것 역시 수소 첨두를 일으켰다. 더 나중에 재관수 현상올 갖는 다른 

CORA 실험과 달리 이 실험에서의 수소의 생성은 천이 상태 후반 spike 전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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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6) PHEBUS FP 설 혐 

Phebus FP 실험은 원자로에서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올 연구하기 위한 실험으로 

축소된 크기로 수행되었다.[3-20， 3-21] 이 실험에서는 실제 핵분열 생성물 원으로， 

사용 후 핵연료 표본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핵분열 생성물틀의 열수력적， 물리-화 

학적 조건들은 표본 조건으로 재생산하였다. 지금까지 FPTO와 FPT1의 처음 두 실 

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집합체의 손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Phebus-FP FPTO 실험에서 많은 열전대들이 연료 집합체와 측판(shroud)에 설치 

되였고 연료 집합체의 가열， 손상과 재배치 상태를 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복재 

의 파손이 일어나는 위치를 추론할 수 있으며 대략 7000 s 이다. 급격하게 피복재 

산화가 일어나는 12000 s 지점에 이르기까지 연료 집합체의 온도 상승은 완만했으 

며 이 지점에서 MAAP4는 용융 AIC 제어봉의 노심 하부 부분으로의 재배치 시작 

을 예상하였다. 급격한 산화로 인해 많은 양의 수소가 발생되었다. 

가) 실험결과의 요약 

(1) 용융 지르칼로이의 산화 거동 

용융 이후에 지르칼로이 산화율이 빠른 경향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기 

공급 조건과 관련한 분할 방법에 의하면 Steam-rich PBF-SFD ST 실험만이 지르 

칼로이 용융 온도에 도달하기 전의 산화가 주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Steam-rich ST 실험( ;;::; 16 g-water/s)에서는 대부분의 연료 집합체 길이에 대하여 

동시에 산화가 일어났다. Steam-starved SFD 실험에서는 천이 산화가 연료 집합체 

의 국부 영역에 제한되었고 2170 K에 도달한 했을 때 산화되지 않은 지르칼로이의 

비율이 컸으며 이는 이후의 산화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2) 지르칼로이 산화 및 수소생성에 대한 주요 발견 

( 가 ) Intact Rod Geometr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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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PBF-SFD 와 NRU-FLHT 실험 자료에서 지르칼로이의 산화는 1700 K 이상 

의 온도에서 일어났음올 보여준다. 

(2) PBF-SFD-ST 자료에서 U0 2 연료의 산화는 Steam-rich 조건에서 일어났고 

회수된 TMI-2 파편물 표본에 대한 hyperstocheometric fuel의 발견에 의해 확 

인되었다 

(나) 지르칼로이 용융 효과 

CD 연속된 PBF-SFD, DF-4 및 NRU-FLHT 자료는 지르칼로이의 용융이 시작된 

후 연속적인 수소의 생성이 일어났음올 보여준다. 

(2) PBF-SFD , DF-4 및 NRU-FLHT 실험 이후에 수행된 금속 조직학에 의하면 

용융 파편물 지르칼로이의 많은 산화가 일어났음올 알 수 있다. 

@ PBF-SFD 및 NRU-FLHT 실혐의 연속된 자료와 금속 조직학적 지식에 의하 

면 연료 집합체의 가열과 용융 발생이 일정하지 않게 일어났음올 알 수 있다. 

나. In-Vessel 수소챙성 량 주요 인자 

위 실험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 모벨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인자를 다음과 같 

이 선정하였다. 

인자 주요관점 

-노섬용융 및 고화에 대한 시기 예측능력 

@노심 온도분포(산화반응온도) 
-노심용융진행 및 열전달 모델 예측능력의 의존성 

-온도에 따른 산화반웅율의 예측정도 

-냉각 조건 

@ 반웅물질의 표면적 -피복재 및 산화 가능 물질들의 표면적 계산 

및 구성성분 -전체 산화 반웅에 대한 각 성분의 산화 반웅 

@ 산화반웅상수 
-산화반웅온도에 대한 의존성 

-각 상관식의 반웅율 예측 정도 

@ 증기 유효성 
-냉각재 존재 유무 및 그 시기(재관수 시기) 

-노심용융물 냉각수(수중기) 반웅유무 및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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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섬용융물-냉각채 상호작용(FCI) 

FCI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FCI 자체의 가능성과 용융 상태 및 고체 금속 

산화 자료의 반응 운동학을 포함하는 물리적， 열수력적 조건의 기준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용융 및 고체 상태의 금속 모두가 FCI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열수력적 조건에 의한 이것들의 산화 메커니즘은 복잡하며 아직 철저하게 연구 

되지 못했다. 

용융된 모사 물질과 물을 사용한 일련의 실험들이 FCI시의 수소생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3-22 ， 3-23] 이러한 실험과 관련하여 FCI시의 수소생성량을 계 

산하기 위한 분석도 수행되었다.[3-24] 

1)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6548) 실 험 [3-22] 

이 실 험 은 condenser-discharge 방 법 에 의 해 수 행 되 었 으 며 30 또 는 60 mils 의 

직경을 갖는 1 inch 길이의 시료선은 두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반응 ceII내의 기체 

를 제거한 물에 담겨지며 하나의 반웅 ceII은 상온(저압)의 물에서의 실험에 사용되 

고 나머지 하나는 상온에서부터 315 .C 0500 psi의 증기압)까지의 실험에 사용되었 

다. 반응에 의해 생긴 수소는 수집되어 그 양올 결정하였다. 이 수소의 양과 시료의 

무게로부터 각 실험에서의 금속의 반웅율을 결정하였다. 실험에서의 잔여물 역시 

수집하였으며 이것으로부터 평균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였고 잔여물은 금속현미경과 

x-선 회절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가) 상온의 물과의 실험에서의 결과 

금속의 온도가 용융점까지 올라감에 따라 30 mil의 시료선이 60 mil의 시료선에 

비해 약 두 배의 반용율이 나타났으며 초기 금속 온도 2600 .C 에 대하여 최대 20 

%의 반응에서 70 %에 해당하는 반웅까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실험에 대한 압력-시간 곡선을 살펴보면 금속의 초기 온도가 약 2600 t 일 때 압력 

곡선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이 최종 값에 도달하는 데는 

수백 msec가 필요했으나 금속 초기 온도가 2600 .C 를 념을 때에는 폭발적인 압력 

의 증가가 일어났으며 수 msec내에 최종 압력에 도달하였다. 이는 초기 금속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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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반웅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입올 의미한다. 

선행된 연구에 의해 업자의 크기가 매우 중요함이 알려져 었다. 초기 금속 온도를 

고려하지 않은 입자의 평균 직경에 대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30 mil과 60 mil의 

실험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폭발적 실험과 그렇지 않은 실험사이에 급격한 

콕선상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 폭발적인 반웅은 입자의 평균 직경이 650 μ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 반면에 폭발적인 반웅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0 μ 이하 

의 평균 직경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였으므로 엄계 업자 크기 현상과 엄계 온도 현 

상을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열된 물에서의 실험 결과 

물의 온도는 90.C (증기압 10 psia)에서부터 315 "c (중기압 1500 psia)까지 변화시 

켰다. 가열된 물에서는 상온의 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반웅율을 나타냈고 반웅 

정도는 물의 온도나 증기압에 대해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상온의 물에서의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가열된 물에서의 반웅도 폭발적인 반웅과 

그렇지 않은 반웅으로 나눌 수 있으나 완만한 압력의 상숭으로부터 폭발적인 상승 

으로의 변화는 상온에서의 실험과는 달리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가열된 물에서 지르코늄의 반웅에 대한 불활성 기체의 첨가에 의한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한 몇몇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실험들은 물의 온도 약 110 .C (증기압 20 

psi)에서 반웅 cell에 아르곤 기체 20 psi를 첨가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20 psi 

의 불활성 기체에 의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된 물에서의 실험 결과를 업자 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온에서의 실험과 비 

교할 때 더 많은 산란이 일어났음올 알 수 있다. 폭발적 반웅과 비폭발 반웅 사이 

에 명확한 구분이 없음은 상온에서의 실험과 유사하였다. 

다) 노심파편 표본물의 구성조사(metallurgicaI) 및 x-선 연구 

실험에 의해 얻어진 잔여물 입자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업자가 거의 구형이 

며 매우 일정한 산화막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몇의 경우 밖의 산 

화막과 입자 안쪽 사이에 명확한 원형 구역올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산소 업자를 

포함한 alpha - zirconium으로 구성 된 alpha - solid -phase에 대 해 Lemmon이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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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더 작은 업자들은 매우 높은 온도까지 도달하여 일정하지 않은 모양을 보 

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산화물질이 냉각 중에 떨어져 나갔다거나 현미경 사진의 

준비 작업 중에 산화물질이 떨어져 나칸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양의 산소를 포함 

하고 있는 반웅하지 않은 금속은 매우 깨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산화 

된 입자와 덜 산화된 입자간의 차이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온에서의 실험에서 얻어진 입자들은 외형상 검게 보이며 이것은 완전히 산화된 

입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열된 물에서의 실험에서 얻어진 많은 더 작은 업자들은 

순수한 흰색으로 보이며 이것은 완전한 산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Fully Instrumented Test Site (FITS) 실 험 [3-23] 

FITS 용기는 5.6 m3 의 내부체적을 가진 반경 1.5 m , 높이 3m의 철제 탱크이며 

용기 내부에는 사각형 단면을 지닌 plexiglas 냉각수 용기가 있다. 테르빗 

(Thermite) 반응으로 내부에 열올 가할 수 있는 용융물이 용기 최상단 graphite 

crucible에 마련되어 있으며 열올 충분히 가한 후 짧은 시간 간격을 둔 다음 용기 

하부로 방출한다. 도가니 (Crucible)의 바닥으로 용융물을 떨어뜨리는 방법 및 형태 

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실험장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참고문헌에 나타나 있다. 

수소생성 량을 예측할 목적으로 수행된 FITS 실험은 FITS-C 와 FITS-D 의 두 

가지 senes로 진행되었다. 

가) FITS-C 실험 

FITS-C 실험은 FCI 진행동안 수소생성량올 측정하기 위해 계획된 최초의 중간 

규모(intermediate-scale)의 실험이다. 수소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사용하여 

주위 압력을 0.083 또는 0.59 MPa로 유지하고， 노심용용물로 모사하기 위해 철과 

알루미 늄의 합금 (55 w/o iron, 45 w/o alumina)과 corium A+R(70 w/o fully 

oxidized uranium and zirconium , 30 w/o stainless steeI}이 라고 불리 는 노심 용융물 

을 사용한다. 

초기 실험 조건들올 고려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FCI의 단계에 따라 수소생성량이 

크게 다르며 Premixing 단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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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S C 실험은 냉각수의 미포화 정도에 대한 영향은 평가할 수 없으며 입자의 

크기에 따른 수소생성량의 의존성도 판단할 수 없다.[3-25] 

나) FITS-D 실험 

FITS-D 실험은 FCI 진행동안 수소 및 수증기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FITS-C 

실험 이후에 수행된， 통일한 중간규모(intermediate- scale)의 실험이다. FCI시 수소 

생성량 예측에 있어 독립된 주요 인자(6가지)를 셜정하여 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 

태에서 실험 matrix를 구성하였다. 

FITS에서는 2700 K로 유지되는 55 w/o의 철과 45 w/o의 알루미늄으로 된 용융 

물을 사용하였고 수소를 이상기체로 가정하여， 실험 후 기체 조사에 근거， 반웅식을 

이용하여 수소생성량을 예측하였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큰 미포화 냉각수가 존재할 경우 초기 압력에 관계없 

이 포화 철산화분율은 FeO에 대하여 25 % 그리고 Fe203에 대하여 15 %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었다.[3-26] 이러한 결과는 수소생성량이 FCI의 형태에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전의 실험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라. FCI 수소생생량 주요 인자 

위 실험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해석 모텔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인자를 다음과 같 

이 선정하였다. 

인자 주요관점 

-파편화에 의한 입자크기 예측능력 

CD 반응 면적 
. Hot material 의 종류 

. Hot material과 Cold material의 온도차이 

-냉각수로 유입되는 Hot material의 양 예측능력 

(2) Hot material의 온도 -각종 열전달 모델의 예측능력에의 의존성 

@ 산화반웅상수 
-산화반용온도에 대한 의존성 

-각 상관식의 반웅율 예측 정도 

@ 냉각수의 미포화 정도 - In - Vessel, Ex-Vessel 냉각수 온도， 압력 예측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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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압 용융물 사출(HPME)과 격납건물 직접 가열 (DCH) 

HPME 현상은 노심용융물 내에 산화되지 않은 금속에 대하여 공동 냉각수 또는 

일차냉각계통 증기와의 혼합 및 수소생성의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도 있 

다. HPME 중의 수소생성은 매우 빠르고 상당히 많은 양이 생성될 수 있다. 격납건 

물 직접 가열에 의한 격납건물의 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던 IET 실험의 

결과는 만약 유출이 증기의 제한올 받지 않는다면 HPME 와 HPME 후의 과정에서 

일차냉각계통으로부터 방출된 대부분의 용융 금속은 산화된다는 것올 보여준 

다.[3-27 ， 3-28] 

격납건물 직접 가열시의 금속 용융물의 산화는 온도， 산화 가능 면적， 증기 및 냉각 

수 그리고 산소의 유효성에 의존한다. 

바. 노섬용융물-콘크리트 상호작용(MCCI) 

MCCI는 사고 후기의 과정 단계로 많은 양의 수소가 생성될 수 었으며 이 생성 

된 수소에 의해서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MCCI 

에 대 한 많은 실험 적 및 해석 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3-29, 3-30, 3-31 , 3-32, 3-33] 

그러나 MCCI의 복잡한 현상학적 상황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기체 유출에 대한 직 

접적인 관찰은 어떠한 실험 결과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삭마율이나 기체 표본 추출과 같은 중요한 실험 및 해석적 계산에 대한 결과를 추 

론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자료 범위를 얻을 수 있다. 

1) SNL Program 

노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웅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SNUSandia National 

Laboratories)에서는 실제의 경우와 같은 물질인 U0 2, zr0 2, zirconium 그리고 

stainless steel 등을 사용하여 TURC , SURC , SWISS , FRAG 실험 둥을 수행하였 

다. 

TURC(Transient Urania-Concrete Test} 실 험 은 실 제 크기 의 실 험 장치 에 서 

Fe - Alz03 , stainless steel , U0 2 - zr0 2, U02 - zr0 2- Zr 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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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삭마 및 그 비율과 방향 그리고 기체의 생성 및 비율과 조성， 에어로졸의 생성 

과 성질 둥에 대한 내용올 수행하였다. 

SURC(Sustained Urania-Concrete Test} 실 험 은 stainless steel과 Zr로 노섬 용 

융물을 구성하여 콘크리트의 삭마 및 그 비율과 방향 기체의 생성 및 그 비율과 

조성， 에어로졸의 생성과 성질 둥에 대한 내용올 수행하였다. 

SWISS 실험은 지속적으로 노심용융물 풀올 가열하면서 냉각수가 노심파편층 상 

부에 존재하는 경우 금속 물질의 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웅올 실험하였다. 상부 냉 

각수가 MCC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상부에 물풀에 대 

한 콘크리트로부터의 열전달과 콘크리트의 온도 콘크리트의 삭마 및 그 비율， 기체 

의 생성 및 그 비율과 조성， 에어로졸의 생성과 성질 둥에 대한 내용올 수행하였다. 

수소생성과 관련하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소 가능 기체 종은 low-temperature 파편화 입자와 콘크리트 반웅 중에 생 

성되었다 

H20 및 CO2 는 H2 및 CO가 생성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기체 생성은 콘크리트 stoichiometric 비율과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해석 모델에 비해 많은 비율의 기체를 생성하였다. 

상부 냉각수 풀의 영향은 무시가 가능한 정도였다. 

2) ANL Program 

ANU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 서 도 노심 용융물과 콘크리 트의 반용과 물 

의 냉각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ACE(Advanced Containment Experiments} 실험과 

MACE(Melt Attack and Coolability Experiments} 실험올 수행하였다. 

ACE실험의 주요 목적은 Lanthanum. Barium. Cerium 그리고 Strontium의 산화 

물 둥의 핵분열생성물들과 생성되는 에어로졸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그리고 콘크리 

트 삭마를 포함한 반응현상의 열수력학적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다. 

ACE실험에서는 실제 경우에 근접한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U0 2• zr0 2• Zr. 

stainless steel과 basaltic. limestone 콘크 리 트 그 리 고 비 활 성 핵 분 열 생 성 물 동 올 사 

용하였다.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은 50 cmx50 cm 이고 약 300 kg 9.j 노심용융물올 

사용하였다. 

MACE실험은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가 상호 작용할 때， 물의 냉각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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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생산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NRC와 산업체에서 만든 전산 코드들을 개선 

시키기 위한 모델개발이 주요 목적이다. ACE실험과 비슷한 실험재료를 사용하였으 

며 여러 형태의 콘크리트에 대해 실험올 수행하였고 중대사고시 용융물의 붕괴열을 

모사하기 위해 전기적인 가열올 하였다.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웅이 시작된 

후 노심용융물의 상부에 물을 주입하였다. 

3. MAAP4 수소생성모댈 검토 및 민감도 훈석 

수소생성의 해석적 모델의 경우， 중대사고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 

상 즉 중대 노섬 손상(SFD) ，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작용(MCCn， 격납건물 직접 

가열 mCH) ， 고압 용융물 사출(HPME) 그리고 노심용융물-냉각수 상호작용(FCI)을 

대상으로 금속과 냉각수와의 산화반웅에 의한 기체확산(gaseous diffusion) 및 고체 

확산 (solid - state diffu sion)의 메커니즘으로 파악하여 모텔올 수립하여 수소생성량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반웅의 제어 메커니즘만올 고려한 계산결과는 보수적인 측 

면이 많으며，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경우 사고시 진행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MAAP4 코드의 수소생성 관련 모델을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생성에 영향올 미치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 

였다. 

가. MAAP4 수소생성모댈 검토[3-34 ， 3-35] 

1) In-Vessel (중대 노섬 손상 및 용융 노섬 진행) 

가) 중대 노심 손상 

MAAP4 코드는 노심이 노출 및 가열되는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열수력적 거동 

현상들을 HEATUP 프로그랩에서 다루고 있으며 전반적인 노섬 모델의 가정은 다 

음과 같다. 

노심은 반경방향으로 7개의 링， 축방향 25열의 최대 175개의 노드를 갖는다. 

Boiled-up 수위는 반경 방향의 링에 대하여 일정하지만 노심의 반경 첨두 출 

력 인자와 Bypass에 대하여 다르다. 

- 128 -



축 방향 복사 열전달은 무시한다. 

Zr 연료 캐니스터와 B-C, 그리고 SS control blade사이의 작용은 단순화한다. 

연료봉 밖으로의 용융 흐름을 허용하는 피복재 파열 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제 

공된다. 

단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치된 물질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들 

과 즉각적으로 혼합된다. 

Grid spacer와 구조물의 질량 및 에너지는 무시한다. 그러나 흐름에 대한 저항 

은 고려한다. 

용융물의 흐름에 있어 quasi - steady를 가정 한다. 

연료의 용융 및 재배치 현상은 MOVECR 프로그램에서 다룬다. 

위와 같은 가정 하에 HEATUP 프로그랩에서는 Covered 노드에 대한 가열과 증 

기 생성， 노심 상부 공동의 자연 대류 현상， Uncovered 노드에서의 가열， 노심 내의 

반경 방향 출력분포에서 상당한 구배 (gradient)가 존재활 경우 반경 방향으로의 복 

사 열전달 현상， 노심 내부의 상부 및 원통에 대한 Uncovered 노심과의 복사 현상， 

노심 의 용융， 파펀물의 Crusting 현상， 손상 노심 노드의 붕괴， Spray/UHI 모델 그 

리고 연료와 피복재， 연료 Can과 Control Blade 사이의 반웅 현상을 다루고 있다. 

위의 모델들은 계산상의 복잡성올 최소화하되， 노심이 가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보존방 

정 식 을 유도하는 데 에 는 lumped control volume approach를 사용하고 있고 

quasi - steady를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며 노심이 가열되면서 노출이 진행되는데 

노출된 부분과 노출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UUN = Qdecay - Qw; pool + Qreaction - Qmelt 

UN = Qdecay + Qreaction - Qmelt - Qconvection - Qradiation - QUHI 

여기서 UN 과 UUN 은 각각 노출된 노드와 노출되지 않은 노드에서의 에너지 

변화율을 의미하며， Qdecay는 노드 내에서 생성된 붕괴열， Qw;pool은 노출되지 않 

은 노드에서의 물로 전달된 열， Qreaction은 피복재 산화로 인해 노드 내에서 생성 

된 열， Qmelt는 노심용융물의 노드에 대한 유입(양의 값) 또는 유출(음의 값)되는 

에너지의 변화율， Qconvection은 노출이 일어난 노드에서의 가스로 전달된 대류열， 

Qradiation은 반경 방향 복사에 의해 손실된 열， 그리고 QUHI는 노심 상부로부터 

분사된 upper head injection water에 의해 손실된 열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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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성 거동에 대한 예측은 위의 기술된 현상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Covered 

노드에 대한 수소생성은 COVER 프로그램에서 Uncovered 노드에 대한 수소생성은 

ROW 프로그램에서 계산된다. 

COVER에서 의 금속-냉각수의 반웅은 Zr과 SS(Stainless SteeJ)에 대하여 모델이 

고려되어 있다. 핵연료 피복재인 Zr은 다음과 같은 화학 반웅에 의해 수소를 발생 

시킨다. 

Zr+2H20 • zr0 2 + 2H2+ 6H zr 

여기서 6H Zr은 지르칼로이의 몰당 반응열을 의미하며 6.16 X 108 J/kg-mol의 

값을 갖는다. 산화 반응은 알짜 표면에서의 반응인 Zr/Zr02 경계층에서의 반웅을 

고 려 하며 1875 K를 초과하는 온도 범 위 에 서 의 Baker and just 상관식 과 1850 K이 

하의 온도 범위에서의 Cathcart 상관식을 이용하며 둘 사이의 온도 범위에 대하여 

는 두 가지 상관식을 내삽시켜 계산한다. 

산화층 두께에 대한 변화율 (x ’)은 다음과 같다. 

~A ‘ 二4펴화산.<t 
x = -~역~e RT T 드 1850K 

2 P Zr X 

..,.....,. ...... ,.,. 二L8없신.<t 

x ’ =--'꽤J_ e RT T> 1875K 
2 P Zr X 

A+B 
T 

x’- e q 

2p Zr X 
1850K < T::;; 1875K 

여기서 R 은 기체상수 P Zr 은 지르칼로이 밀도를 각각 의미한다. 

(3.3.1) 

(3.3.2) 

(3.3.3) 

SS와 냉각수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화학 반용에 의해 수소를 생성할 수 있다. 

2Cr+Fe+4Hp • FeO. Cr203+4H2+ 6Hss 

산화 반응은 저온 범위에서는 White의 포물선형 방정식을 이용하며 고온 범위에 

서는 ANL의 Condenser Discharge 자료가 사용된다. 두 상관식 사이의 천이 온도 

범위는 두 상관식이 같은 반웅율을 예측하는 범위이다. 

반응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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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Kt (3.3.4) 

二￡앨작~ 
여기서 K = 2.4 x 108e RT T :5:: T tran 

二.2.Jl1.흐~ 
K=3.0x103e RT T)Ttran 

ROW에서의 모텔은 Hz-rich 조건에서 증기확산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는 본질적 

으 로 COVER에 서 와 같은 모 델 이 다. Diffusion Coefficient와 Thermal Diffusivity가 

같다는 가정 하에 금속 표면에서의 증기 확산율은 열전달 비율 대 질량 전달 비율 

에 의하여 나타내어진다. 

DNull ., 1 、
Hzo=i섬뿔 ln( ， ;T ) L ... , l-Y Hρ 

/ (3.3.5) 

여기서 D는 확산 계수 p는 수소 · 중기 혼합체의 밀도， L은 질량 전달 특성 길 

이 Y Hρ는 증기 질량 분율올 의미한다. Zr의 최소 소비 몰량은 피복재 표면에 대 

한 증기의 확산， 역학적 확산율， 증기 유효성， Zr 유효성에 의해 제한된다. 

나) 노심용융 진행 

노심용융 진행 현상은 MOVECR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으며 각 노드 사이의 재 

배치 현상， 압력 용기 하부로의 재배치 현상， 손상 노심의 붕괴， crust 거동 그리고 

DB]ET 프로그램을 통해 하부 공동에서의 FCI현상 기술하고 있다. 재배치된 노심 

용융물에 대한 각 노드의 질량 및 에너지는 선행 시간 간격에서 계산된 값을 새로 

운 시간 간격에 대해 에너지 전달 및 질량 전달을 사용하여 개선시켜 계산하게 된 

다. 

각 노드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피끄 -강쁘파 - .. 괴m ..L~피브 
dt dt - U dt T lU dt (3.3.6) 

여기서 U는 노드의 총 내부 에너지이며 U는 비열 그리고 m은 질량올 의미한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 m과 U의 두 변수를 분리하여 서로 영향올 주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푼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노드의 질량은 열전달 과정의 시간 간격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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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du 
지 변화..1.L = mn ~=-dt '''U dt 

- 개선된 총 에너지 U 1 = Uo+(mo-펴묘)b.t "" U I , ...... u dt 

- 개선된 specific 내부 에너지는 같은 재배치 시간 간격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가 

dU dm 
정 하에 에너지 변화~'.L = u , -~~-dt ~l dt 

- 같은 시간 간격을 사용하여 다시 개선된 총 에너지 U=U 1 +(Ul 되파)b. t 
1"~1 dt 

여기서 첨자 O과 1은 각각 초기와 중간 과정 상태를 의미한다. 

재배치 현상은 한 시각에 대하여 노심 위쪽 가운데 열의 노드에서부터 각 열의 

아래 방향으로 계산되며 바닥을 향해 연속적으로 계산된다. 노드의 이동은 한 시간 

간격에 대해 하나의 노드로 이동됨올 가정하고 있다. 

2) 노섬용융물-냉각수 상호작용(FCI) 

MAAP4는 현재 원자로 압력용기 내， 외부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FCI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소생성모델 또한 수용되어 있다. MAAP4의 경우 FCI에 대한 

수소생성 량은 In-Vessel 및 Ex-Vessel 모두 DBJET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수행하 

고 있다. 노심용융물이 하부공동으로 분출 (jet)되면서 냉각수 속으로 노심파편물이 

entrainment 된 다 고 가 정 하 며 이 때 entrained particJe mass rate은 실 련 더 형 의 제 

트 분출의 침식으로 표현한 Ricou - S palding 상관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 

다. 

...l 
m ’ =Eo(몫보) 2 PdjUdj 

r- g 
(3.3.7) 

여기서 entrainment 계수 Eo는 0.03 ~ Eo 드 0.14 의 범위에 있고 입자 크기는 

모세관 현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l 
ddo = ( _u브L) 2 

gPdj 
(3.3.8) 

위 상관식은 FARO 실험 자료나 TMI-2에서 관측된 자료와 잘 일치하는데 이것 

은 안정한 파편입자의 최대 크기에 기준을 제공하는 Weber 수와 freezing crus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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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에 기초를 둔 Epstein - Fauske 모델보다 더 정확한 값을 보인다. 

과열되어 있는 분출 용융물이 냉각수 층으로 유입됨에 따라 분출 용융물과 쪼개 

어진 입자들은 표면 산화 과정을 겪게 된다. 분출 산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델이 없으므로 업자 산화만을 고려 

하였고 입자 산화에 대해서는 condenser-discharge 실험에서 얻어진 지르코늄 자료 

를 해석한 B&] 모델을 채택하여 이를 상관식으로 도출하였다. 반웅율올 입자의 평 

균 직경이 0.5-5 mm 의 범위에 있올 때 다음과 같이 다항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φrα = 1. 157 - 9. 7892x 10- 4 ddp + 3 .4905x 10-7 d~p 

- 5.6900 x 10 -11 d~p + 3.5051 X 10- 15 d~p 

(3.3.9) 

여기서 입자 크기의 단위는 μm이다. 그리고 화학반웅에 의한 지르코늄의 반웅 

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 φrct φzr wgkrPb 
rct molwzr 

(3.3 .10)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수소생성량과 수증기 반웅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H2dp-σ = 2 Nrct molwH2 (3.3 .11) 

W값i -dp = 2 N rct molw H,O (3.3.12) 

3) 고압 용융물 사출파 격납건물 직접가열 

DCH 및 DCH1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으며 DCH 프로그램에서 entry volume에 

서의 수소생성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DCH 프로그램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노심 용융 입 자는 UÛ2. Zr. zr0 2• carbon steel, steel oxide로 구성 되 어 있 

다. 

내부에너지 및 산화 반응 에너지를 고려한다. 

반응 순서는 Zr, Cr, Fe 순이고 Ni의 반웅은 고려하지 않는다. 

Entrained water, entη volume내 의 steam, 산 소 순 서 로 소 모 된 다. 

냉각수와 파편물 입자의 co-entrain올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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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냉각수 증발 또는 파편물 업자의 냉각까지 입자에서 냉각수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전체 냉각수 증발시 입자에서 기체로의 열전달이 일어난다. 

DCH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금속의 산화 반웅올 다루는 부분과 열전달 현상올 다 

루는 부분으로 나뉘어 었다. 화학 반웅에서 노심용융물 입자의 온도 Tcm 이 1400 

K 이상일 때 Zr의 반웅이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Zr 질량의 변 

화율 또는 냉각수 질량과 산소 질량의 변화율 중의 하나로 제한된다. 

dN 7 
[←」L]1

dt Jj 

WZr 

MW Zr 

서Nz 짧+Ww Mo, [---L]
” 

= dt J~ 2xMW Hρ TDxMWo, 

서N 7. __ .•• dN • dN7 
--iL = Min[ [ --iL ] I , [ --iL ] ?] dt <UU&L L dt J j , L dt ι 

(3.3.13) 

(3.3 .1 4) 

(3.3.15) 

여기서 ~는 Flow rate을 나타내며 NZr은 Zr의 몰 수를 MW는 분자량 Mst는 

공동내의 증기 질량， TD는 시간 간격올 의미한다. 위의 반웅율에 의해 새로운 냉각 

수와 증기의 Flow rate이 결정된다. 

Zr의 반응에 필요한 증기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N7. 
W STR 

-~~Ll x2xMW H dt 

소모되는 물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Ww I new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 w I new W w I old - W STR 

Mst Inew Mst lold - TDx(WSTR - Ww) 

이 후에 화학 평형 방정식에 의한 산소가 사용된다. 

Zr 과 zrO z의 flow rate도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dN7 
W Zr I new W Zr I old - -~: L.r x MW Zr a dt 

dN7T 
Wzρ2 I new Wz버， I 이d + 표앙 xMW 

위와 같은 과정을 크롬과 철에 대해서도 계산하게 된다. 

(3.3 .16) 

(3.3.1 7) 

(3.3.18) 

(3.3.19) 

(3.3.20) 

금속의 산화에 의해 조정된 질량 변화율과 관련하여 냉각수와 기체의 에너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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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Qw I new Qw lold - WWR xhw 

Qgas I new W Hz xCPHxTcMXWSTXhst.sat 

(3.3.21) 

(3.3.22) 

여기서 h j는 엔탈피 CPH 는 수소의 비열올 WH2는 수소의 생성율올 나타낸다. 

효 에너지는 각각의 구성 요소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며 시간 간격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다. 열전달 현상은 물과 기체에 대해서 모두 고려하였다. 

DCHl 프로그랩에서는 선행 코드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미세한 입자와 관련한 핵 

분열 생성물의 방출 파편물의 entrainment 비율과 양을 통합한 역학적인 접근에 

대해 다루고 있다. 

4)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 작용 

중대사고시 MCCI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현상에 대해서는 DECOMP 프로그램 

에서 다루고 있으며 수소생성량은 METOXA 프로그랩에서 화학 반응에 대한 현상 

을 다룰 때 계산된다. METOXA 프로그랩은 MCCI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 

한 현상을 계산하며 수소생성에 대한 내용은 부가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METOXA의 화학 반웅은 CaO , Si02, K 20 , FeO, U02 .의 반웅올 포함하여 다 

음과 같은 반웅올 고려한다. 

Zr + 2H 20 • zr0 2 + 2H 2 ðH=+3.09E+8J/kg' molH 20 

2Cr + 3H20 • crO 3 + 3H 2 ð H = + 1. OOE + 8J /kg . mol H∞ 

C + H 20 • CO + H 2 ðH=- 1.31E+8J/kg' mol H 20 

Fe + H 20 • FeO + H 2 ðH=+2.66E+5J/kg' mol H zÛ 

METOXA 프로그햄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임의의 시각에 대해 반웅은 화학 평형 상태에 있다. 

각 평 형 상태에서 입자 전체에 대해 같은 Oxygen potential올 갖는다. 

한 입 자는 같은 온도를 갖는다. 

연구자가 임의로 화합물을 선태할 수 있다. 

복잡한 화합물 무시한다. 

Densed phase에서의 U , Fe 및 기타 원소의 높은 산화 상태는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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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행하게도 직접적으로 MCCI시의 수소생성량 

빛 생성율의 예측이 이루어진 실험이 없으며 복잡한 MCCI의 현상의 분석과 관련 

되어 정확한 수소생성 거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MAAP4 코드의 경 

우 화학 평형 모델을 이용하여 수소를 포함한 기체 유출올 예측하고 있다. 

나. 민감도 분석 

MAAP4 코드에서 수소의 생성과 연소에 영향올 주는 변수들로는 TEU , 

TAUTO , FCMDCH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TEU는 노심용융 혼합물의 용융점올 제어하는 변수로 FCI시 수소생성량에 영향 

을 미친다. MAAP4에서 노심혼합물의 용융점올 계산하는 subroutine은 사용자 정 

의 값을 이용하는 방식 (TMATRL)과 phase diagram올 통해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TDEBRI) 두 가지가 있는데 IEUTEC를 1로 설정하고 IUSETD를 0으로 설정 

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온도(TEU)에서 노심혼합물의 용융이 일어난다. 

FCMDCH는 원자로 파손시 원자로 공동으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 중 격납건물을 

직접 가열할 수 있는 용융물의 비를 나타낸다. MAAP4에서는 전형적으로 10%까 

지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AUTO는 점화기의 자동 작동온도를 설정해주는 변수로 격납건물내 

기체온도가 TARTO에 도달하면 대기 중 수소농도비에 관계없이 점화기가 작동되 

어 수소연소가 일어난다. 

울진 3.4호기 parameter파일에서 위 변수들의 기본값을 표 3.3.2에 정리하였다.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한 위 변수들의 민감도 계산 결과， MAAP3에서 수소연소에 

영향올 주었던 TAUTO의 경우 MAAP4에서는 격납건물 모델과 수소생성모델의 변 

화로 격납건물 하부의 계산된 최대 기체온도(대략 850 K 이하)가 점화기 자동 작동 

온도보다 낮아 점화기 자동작동에 의한 수소연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 산화된 피 

복재 비율에 있어서도 MAAP3의 계산결과와 MAAP4의 값이 차이를 보였다. 민감 

도 계산 결과를 표 3.3.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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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 중대사고 진행시각에 따른 수소생성 메커니즘 

구분 진행시각 진행현상 

Metal Oxidation 

Core uncovery -Steam Starvation 

- FCI 
Metal Oxidation 

In-Vessel Melt, Reloacation and Slump -Steam Starvation 

- FCI 

Inside Lower Plenum 
Metal Oxidation 

-FCI 

HPME 
Early Vessel Brench 

FCI 
Ex-Vessel 

Late After Vessel Brench 
FCI 

MCCI 

표 3.3.2. 울진 3.4호기에 대한 MAAP4 변수값 

‘τil1-ιA「‘ 기본값 범위 

TEU 2500 K 2400 K - 3000 K 

FCMDCH 0.0 0.0<(전형 적으로 0.1) 

TAUTO 983 K 800 K-lloo K 
」

변수 기본값 기강 

0: TMATRL(사용자정 의 ) 사용 
IUSETD 0 

1 : TDEBRI(물성 치 계 산식 ) 사용 

0: TEU변수 이용안함 
IEUTEC 0 

1 : TEU변수 계산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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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MAAP4 민감도 계산 결과 

TEU 

변수값 IEUTED=O 2100 2500 2800 

Fraction Zr Rated 52.80 77.45 41.08 

(%) 
54.11 

(-31.08 %) (0 %) (-49.96 %) 
H2 Generated in 435.8 637.3 337.6 

444.9 
Vessel (kg) (-31.62 %) (0 %) (-47.03 %) 

Hot Leg Creep 
No Yes No No 

Rupture 

FCMDCH 

변수값 0.0 0.02 0.05 0.08 

Lower Comp ‘ 

1.02717 1.02794 1.03102 1.03452 
Pe삶〈 

Pressure(MPa) 
(-0.373 %) (-0.299 %) (0 %) (0.339 %) 

Lower Comp. 
500.2 506.2 658.9 815.9 

Pe외〈 
(-24.09 %) 

Temperature(K) 
(-23 .17 %) (0 %)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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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 철 노섬용융물-냉각수 상호반용시 수소생생 

1. 수소생성모델 검토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와의 반웅시 수소생성 메커니즘올 모사하기 위해서는 열수력 

적인 조건에 부합되는 물리적 파편화 현상에 대한 고려와 열전달올 해석하는 실험 

및 이론적 상관식의 고려 그리고 산화반옹에서의 메커니즘에 고려에 따라 여러 가 

지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사고시 일어날 수 있는 노심용융물과 냉각 

수 반응에 의한 수소생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선행 모텔에 대해 위의 관점들에서의 

평가는 새로운 모델 개선의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 . Baker and Just 모 웰 [3-36] 

Baker와 just는 그들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냉각수 내에서의 구형 용융 지 

르코늄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모텔올 개발하였다. 이 모텔은 용융 지르코늄 입자 

주위를 수소와 수증기의 막이 둘러싸고 있다는 물리적인 모양올 가정하여 수소생성 

에 대해 수소와 수중기내에서의 중기 확산에 의해 산화반옹이 일어나는 가스확산과 

산화층 내에서의 증기 확산에 따라 반웅되는 고체확산의 메커니즘올 모두 고려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체확산의 경우， 구형의 수증기-수소 막올 통한 수중기의 정상상태 확산으로 

가정하고 막내에서의 수중기의 농도 차와 물질전달계수로써 반웅율올 결정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tffuSion … Do M
m 쁨 (Ts + T w)o 잃 펠 파)diffusion - 2l % pm nR x 

(3.4.1 ) 

여 기 서 x는 반용하지 않은 금속의 반경 , xo는 초기 금속의 반경 , Pm은 금속의 밀 

도， n은 반용하는 금속 원자당 생성되는 수소의 몰수， R은 기체상수， Mm는 금속의 

분자량， Ts는 금속의 산화층 온도， Tw는 냉각수 물의 용도 åPw는 확산될 수 있는 

water vapor의 부분압， 그리고 P는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수증기-수소의 혼합체에 

서의 확산계수와 관련한 Do는 확산계수의 선인자(pre-factor)로 다음과 같이 실험적 

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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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6.52 x 10 5 cm2 
• atm/sec K 1.

68 

Nu 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최소치인 2를 가정하고 있다. 

고체확산의 경우 기존의 고체확산에 대한 포물선법칙의 반웅율 방정식을 사용한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강x \ _ ------10- 6 A _ .. ~ 1_ L1E \ -, dt }pa빼lic 2 따 (xo - x) 당바 RT s } 
(3.4.2) 

여기서 A는 선행지수인자를 .ðE는 활성화 에너지를 각각 의미한다. 위 식은 반 

응진행에 따른 반웅면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B&J가 밝힌 바와 같이 

반응이 25 % 정도 진행될 경우 반웅율 차이가 10%를 보인다. 

한편， 반웅에 대한 열전달 모델은 냉각수속에서의 반웅입자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 

화를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과 입자로부터 냉각수로 대류와 복사에 의해 전 

달되는 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올 고려하였다. 대류열전달의 경우， Newton의 냉 

각 법칙으로 표현하되 열전달계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앞서 언급한 Nu 수에 의한 

물질전달계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Lewis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한다. 

hd h/PfCpf (3.4.3) 

Baker와 Just의 해석적 모댈은 지르칼로이 금속을 사용한 자신들의 실험에 근거 

한 것으로 중대사고 조건에 적합한 상황올 모사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수소생성량 

예측에 있어 주요 인자에 대한 영향올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는 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입자에 대한 그들의 실험 결과로 단일 입자에 대한 

모델을 해석하였으므로 파편화 현상올 겪는 중대사고시의 FCI현상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FCI의 단계 중 성충화 단계에 대한 모델이 없다. Nu 

수도 2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수증기-수소 막이 두꺼워지고 확산거리가 길 

어짐에 따라 확산진행에 수직 방향인 반용율이 커지지만 반용면적이 더욱 커져 확 

산길이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수중기 막의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Nu 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금속입자가 냉각수와 격렬한 반웅올 한다면 

평균적인 증기막의 두께는 앓올 것이며， Nu 수는 2보다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열 

및 물질전달에 따른 B&J 이론은 격렬한 반웅을 보이지 않는 작은 금속입자에 대한 

수소생성을 계산하는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 고체 확산에서의 선행지수인자인 A 

6. P ... 
와 활성화 에너지 및 부분압 ----=-...:!!..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결정， 이 모델올 사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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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이 펼요하다고 판단되며 Lewis 수를 1로 가정하여 사용하 

고 있는데 이러한 열 및 물질 전달에서의 Analogy는 넓은 범위의 냉각수의 미포화 

도나 다양한 물질에 대하여 사용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가정이며 열용량동 물성치의 

온도 의폰성올 고려하지 않은 것도 보완이 펼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Epstein et a l. 모웰[3-37] 

Epstein et al. 모델은 고온의 구에 대한 막비둥의 경 계층올 좀 더 완전하게 해석 

한 최초의 모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 역시 다른 모텔과 마찬가지로 수소생성 

메커니즘을 가스-증기막을 통해 수증기가 확산되는 정도에 의해 반응율이 결정되는 

정상상태를 다루는 부분과 산화층올 통한 증기의 확산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고 

려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소생성량올 계산하기 위하여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가스-증기막에서의 해석에서 구형판(circular disk)에 대하여 층류， 정 

상 축대칭 정체유동을 가정하여 액상， 가스-증기막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모멘트 

방정식올 수립하였고 반옹표면에서의 수증기 질량분율은 영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으 

로 반웅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산화층에 대한 고체확산은 B&J의 실험 

상관식을 적용하였다. 

Epstein 모델은 수소생성 메커니즘올 두 단계로 나누되 전혀 다른 성질의 접근방 

법을 사용하고 이를 접합시킨 것으로 다소 부적절한 모텔이라고 판단된다. B&J 모 

텔에서의 고체확산에 대한 실험상관식과 정체유동의 상세 계산올 접합시킨 것이며， 

화학반응과 대류열전달은 다만 금속입자의 전면에서만 진행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 

다. 금속입자의 온도를 예측하는 Epstein모델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우변 

의 첫 두 항에서의 2πR2 은 화학 반웅과 대류열전달이 구의 전면 즉 반에서만 일 

어난다는 가정을 나타낸다. 

따
 
-& C O 

• 
R 4 

-3 2πR2푸뿔 - 2뻐 - 4많2 Qrad 
“‘’‘ V 

(3.4.4) 

그러나 이 모델 역시 중대사고시의 반웅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편화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Corradini, Mitchell and Evans(C-M -E) 모텔[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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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모댈은 FCI 의 물리적인 현상 진행에 따른 단계를 반영하여 Premixing 

단계와 성층화 단계 그리고 증기 폭발의 경우에 대해 수소생성량올 계산하였다. 이 

전의 모델처럼 금속의 산화 정도는 기체확산과 고체확산의 두 과정 중 어느 한 과 

정이 반응메커니즘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FCI에 대한 모델 수립시 FCI의 

단계에 대해 기체 확산과 고체 확산 중 단일 메커니즘에 의해 수소생성량이 결정된 

다고 가정하였다， 금속 온도에 의해 메커니즘이 결정되어 일어난다는 가정아래 노 

심용융물이 용융점 이상의 고온 액체 상태에서는 기체 확산에 의해 결정되며 용융 

점 이하로 입자의 온도가 떨어지면 고체 확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수립하였 

다. 

기체확산의 경우， 금속입자를 둘러쌓는 수증기-수소의 막을 통해 금속표면까지 

진행하는 확산에 의해 전달되는 물질의 양은 다음과 같은 equimolar counter -

diffusion 방정 식 으로 계산한다. 

dN H ‘ 
DH dPH 

dt “ RoT v φ1 
(3.4.5) 

여 기 서 dNHldt 는 수증기 속에 서 의 수소 확산율(mole/s) ， DH는 수소와 수증기 사 

이의 확산계수， R。는 기체상수， PH는 수소의 부분압， Tv는 수소-수증기 온도 n은 

입자의 바깥방향으로의 수직방향， 그리고 A는 표면적을 각각 의미한다. 

위 식 (3.4 .5)을 FCI의 각 단계에 따라 적분함으로써 수소생성량을 계산한다. 

C-M-E 모델의 Premixing과 stratification 단계의 생성모텔은 다음과 같다. 

1) Premixing 단 계 

용융물이 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fall로 적분하면 단순화된 표현식으로 최 

종적인 수소생성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N H = (聽)( 밸露 )[ exp[-헐t fall ) - 1] ]t fall (3.4.6) 

여기서 L1 PH는 용융물과 냉각수 표면에서 부분압의 차이이고. Rm은 노심용융업자 

의 반경， δ 는 수증기-수소 막의 두께이다. Corradini의 동적 혼합 모텔에 기초한 

Rm은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D m = D mexp ( - T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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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m .. = 2Rm 은 초기 용융물 직경이고 T+는 용융물이 물에 들어간 후부 

터 측정된 무차원 시간으로 다음과 같다. 

T+ 三혔(뚫) (3.4.8) 

여기서 t , V mo, P c, P m은 각각 시간， 입구 온도， 냉각수 C의 밀도， 용융물 m의 밀 

도를 나타낸다. Laminar vapor film flow올 가정할 때， 막비등에서의 증기막 두께는 

Bromley에 의해 유도된 다음과 같은 상관식올 이용한다. 
U 

따


s-g 
T 

-
-
사
 

-
뚱
 

-v 
m-nF π

 
-v-c μ

 -p m7k 
D 

-
ι
 

k 
-q

ι
 

-s0 
(3.4.9) 

여기서 kv. μv은 수증기의 열전도도와 점성도이며 g는 중력가속도 i fg 는 기화 

잠열올 각각 의미한다. 

노심용융물의 파편화에 대한 동적혼합모텔을 이용한 계산결과에서는 냉각수의 깊 

이가 낮을 경우(0.3 m) 용융물이 풀로 낙하하는 동안 소량의 수소(약 0.9 g 정도)가 

생성되며 이는 용융물이 깊이가 얄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심하게 혼합되지 않고 

노출 표면적도 작다는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증 

기폭발이나 성층화된 용융물 앵각 과정에서 생성됨올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 

다. 

2) 성충화 단계 

용융물이 냉각수 층으로 떨어져 밑바닥에서 채용집되어 덩어리가 되는 경우로 용 

융물은 그 위에 놓여 있는 냉각수에 의한 냉각과 동시에 산화가 진행된다. 금속이 

용융상태일 때 질량 전달 저항은 선형으로 증기막 두께 6로 적분하여 주어진다. 

그리고 산화철이 고화(Tsol ::::: 1800K) 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적분하면 다음과 같 

이 성층화된 상태에서의 수소생성량을 구한다. 

NH= 잭 /모브~)쁘브 r .1T∞+ T m(1 - C1t so12.13
/2 x (.Lm+ T∞ ) (3.4.10) 

H 3 \ Ro T v J ð L T∞ + T m J" \ L1mCl J 

여기서 δ는 큰 평판에 대한 막바둥 두께로 다음과 같은 상관식올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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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kvÀcμv(Tm-Tsat) ,1/4 
ð = 0.71....:..:..! ι v … g ‘ | 

Pv(Pc - Pv)gi fg J (3 .4.11) 

Àc는 임계 Taylor 파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Àc = 2세 아 (3 .4.1 2) 
V (Pc - Pv)g 

그리고 L1m은 용융 층의 두께이며， tsol 과 Cl 은 다음과 같이 각각 주어진다. 

tsol = 」- l (T m -T∞) (3413) 
Cl n (T%l - T∞) 

C 프 El --L- (3414) 
1 δ Pm L1m c m 

한편， 금속물과 산화물이 고체화되면 다음과 같이 고체확산을 이용하여 수소생성 

량을 계산한다. 

d(W 2
) " n{H,3, ____ { 84300 A표..J... 3.8(03) exp(화빼) 

dt ν RoT v 
(3.4.15) 

C-M-E 모벨의 경우 FCI의 단계를 반영하였고 파편화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으나 가스-수증기 층에서의 열전달을 상관식으로 고려했을 뿐 산화층에 대한 열 

전달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산화 반웅에 의해 생성되는 열을 무시하였 

으며 복사에 의한 열전달 역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실험 결과와의 검증 단계에서 

수소생성량을 예측하는데 매우 큰 오차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3.4.1은 

FITS-C 및 D 실험 및 Spencer et al의 실험 [3-39]에 대한 C-M-E 모델의 수소생 

성량 예측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된 수소생성량은 

실험치에 비하여 훨씬 크다. 게다가 예측모텔은 격렬한 반웅과 비격렬한 반웅 사이 

의 상당한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즉， 폭발적인 반웅을 보여주지 않는 

FITS-5C에 대한 수소생성량이 폭발적인 반웅올 보여주는 FITS-IC의 양보다 더 

높게 예측한다. 그리고 성층화된 상태에서의 수소생성량이 증기폭발시의 생성량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C-M-E 모댈올 Spencer et al에 의해 수행된 실험에 

적용하여 수소생성량을 예측， 비교한 경우 실험에서는 증기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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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포화상태의 냉각수와 반웅할 경우 미포화 냉각수와 반웅할 경우에 비하여 더 많 

은 수소생성량을 보여준다. 각 단계에 따른 수소생성량은 CWTI-9 실험에 대해서 

는 거의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미포화도에 대한 영향은 C-M-E 모델로 

는 평가할 수 없다. 즉 실험에서는 냉각수의 미포화도가 클수록 수소생성량이 감소 

하지만 모텔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 Young et a l. 모 웰 [3-40] 

Young et a l. 모델은 기본적으로 C-M-E 모댈과 동일한 가정에서 출발하되， 이를 

검토하여 FCI시 각 모드별로 복사 열전달 둥올 고려하는 보완된 모델을 제시하였 

다. 

1) Premixing 단 계 

낙하 높이가 낮은 경우 파편화된 노심용융물 입자들은 막비둥 열전달에 의해 지 

배받으며 입자의 온도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막비등 상태에서 

입자의 속도가 점차 줄어든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FCI시 복사열전달올 고려하여 

C-M-E 모델올 보완하였다. 열적 복사 효과를 고려한 Epstein & Hauser 의 막비 

등 열전달 모텔을 사용하였다. 복사열전달은 중대사고 해석조건인 2,500 K - 3,000 

K 정도의 용융물 온도에서 중요한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복사를 고려하게 되면 증 

기막의 두께가 대류 열전달만의 경우에 비하여 3 배에서 10배까지 두껍게 된다. 

증기발생률과 더불어 막의 두께는 증기막에서의 vapor mass flux를 계산할 때 

이용되는데 이 vapor mass flux는 다음과 같은 Nusselt 수로 표현된 물질전달식을 

통해 반웅율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Nu~ = kx L -
m C D AB 

(3.4.16) 

여기서 kx는 반응율， L은 반응의 특성길이， c는 수소 농도， 그리고 DAB는 수소의 

확산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Y oung et al. 은 반웅의 특성길이를 증기막의 두께 o 

로 간주하였고 Nusselt 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실험상관식올 사용하여 막비둥에서의 

기체확산에 의한 반응율 kx를 구하였다. 이 강제유동 기체확산율은 정체유동 조건 

을 가정한 C-M-E 모텔의 값보다 상당히 크게 된다. 모텔에서 사용한 물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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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z and Marshall 상관식 ) 상관식 은 다음과 같다. 

Nu 2 + 0.6 SC 1
/
3 Re 1/2, 

Schdmit 수와 Reynold 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c 요 Re L끄마 Ke 
P DAB μ 

(3.4.l7) 

(3.4.l8) 

여기서 U는 수증기의 점성， p는 수증기의 밀도， 그리고 Ur는 업자의 낙하속도를 

각각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C-M-E 모델의 경우처럼 기체확산에 의해 반웅이 제어된다는 가정하 

에서의 반응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 mt L1P H , r D N H [ ~ _ ••• ~ -- ~n ] [ n-쉰-] NU
m 

L1t: 
Pt Do ð J L R T v 

(3.4.l9) 

여기서 표면적을 의미하는 인자， 즉 A 6mt /( P t Do)는 C-M-E 모텔에서와 같 

다. 한편， 고체확산에 의한 반웅율은 다음의 두 방정식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f - 4.57 x 104 \ w2 = l.41 × 107 expl T ) (3 .4.20) 

w2 2.40 x 10 8 exp ( - 4 찜~) (3 .4 .21) 

2) 성층화 단계 

이 단계에서는 Premixing phase에 대한 모델을 변화시켜 사용하되， C-M-E 모델 

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을 뿐 동일한 모텔이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C-M-E 모텔올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복사 열전달올 고려하 

고 냉각수의 미포화도에 따른 반웅율의 설명이 가능하나 C-M-E 모델과 마찬가지 

로 산화층에 대한 열전달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 . Uludogan 및 Corradini 모 탤 [3-41] 

이 모델 역시 가스-수증기층에 대한 수증기의 확산과 산화층에서의 수증기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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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의해 반응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으로 산화 반웅올 설명하고 있다. B&] 실험 

과의 검증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성층화 단계에 대한 모델을 포함되 

어 있지 않으며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용융 업자는 구형 입자이다. 

- 용융 금속내의 온도는 일정하다. 

- 냉각수로 떨어질 동안 용융 업자는 동일한 속도를 갖는다. 

- 냉각수-증기의 계면에서의 온도는 냉각수 온도의 포화 온도이다. 

- 산화층의 물성치는 용융 금속의 물성치와 같다. 

- 금속의 증발 과정은 무시한다. 

yM+zH 20 • M yO z +zH2 와 같은 반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수립하였 

다. 열전달과 관련하여 복사열전달과 대류열전달 그리고 화학 반웅에 의한 생성열 

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가스-수증기 막에 대한 열전달은 Dhir 및 Purohit 의 모텔 

을 이용하고 물질 전달은 Heat and mass analogy를 사용하였다. 산화층에 대해서 

는 Lumped parameter approach를 이용하여 열전달올 고려하였다. Uludogan 및 

Corradini는 이 모델을 두 가지의 세부 모텔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Fresh metal 표 

면에서 반웅이 일어나는 금속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화층과 가스-수증기층 

의 경계면에서 반웅이 일어나는 금속에 대한 것이다. 기폰의 반웅율제어 메커니즘 

을 금속을 나누어 설명했다고 해석되어진다. 

1) Zirconium Waterlike chemical Reaction 

이 모텔은 산화 반웅을 위한 수증기가 가스-수증기막을 확산으로 통과하고 산화 

층에서 수증기의 확산으로 반웅하지 않은 금속의 표면에 이르면 확산된 수증기가 

모두 반웅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산화충 경계에서의 수증기의 농도는 물 

질 전달 계수를 이용한 가스-수증기막의 보존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C steam/hydrogen = k m S (C wa따/앙eam - C metal/steam) (3.4.22) 

그리고 산화층에서의 수중기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빼
 
-R 

““ = M -RU 
C 
-× [3× D --

뼈
 

C A 
(3.4.23) 

여기서 S는 표면적을 나타내고 D는 산화 지르코늄-수증기의 확산계수를 Ro와 

R은 각각 초기 및 산화가 일어나는 경계의 반경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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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층의 표면에서의 수증기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k m 

C ~"'."otø.~ = ~T steam/water 
metal/steam - n 

k m +--u-느-Ro-R 

(3.4.24) 

이 모델에서의 산화반웅율은 산화 반용 표면까지 전달된 수증기의 총 농도 변화 

에 대해 화학 반응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2) Aluminum Waterlike Chemical Reaction 

이 모델은 반응이 산화층과 가스-수증기막의 경계충에서 모두 일어난다고 가정하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수증기의 가스-수증기막을 통한 확산에 의한 반웅율과 알루 

미늄의 산화층을 통한 반웅율의 두 가지 중 더 적은 것올 선택하여 반웅을 계산한 

다. 

R' 11' {,\ _e~_ .. _l = (C A1 - CAμû3)DS -
AIρj-CO매roJ - Ro- R 

R’ ste때 - H2 -contml = ￡ k째m펴n껴，s(κC s앙te빼arr때m빼n 

(3.4.25) 

(3.4.26) 

이 모델은 냉각수의 미포화도나 가스-수증기총 및 산화충에 대한 확산올 모두 고 

려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파편화 모텔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성층화 

단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 산화 반웅이 위의 두 세부 

모델과 같이 어느 반웅 표면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두 모 

델의 중간 단계에서 일어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바. Lee 및 Park 모델 [3-42] 

FCI 시의 수소생성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중기 폭발올 제외한 두 단 

계에 대하여 모델을 수립하였다. 파편화 상관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MELCOR 코드 

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편화 상관식을 사용하였으며 용융물의 고화가 일어나면 더 

이상 파편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Dt(t) D fO exp( - C1 r We O.254)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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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서 C 1 0.1232 - 0.149 (Pc / Pf)1/2 

열전달 및 물질 전달에 대해서는 복사 및 대류 열전달올 모두 고려하였으며 산화 

반웅시의 발생되는 발열반웅열도 열전달 과정에 포함하였다. Premixing 단계에 대 

해， 가스-수증기 층에 대해서는 Uludogan 및 Corradini 모텔과 같이 Dhir 및 

Purohit 모벨을 이용하였고 물질 전달에는 Heat and Mass analogy를 이용하였다. 

산화층 내에 대해서는 열전달과 관련하여 Lumped parameter approach를 이용하였 

으며 물질 전달에 대하여 정상상태의 확산 방정식올 가정하였다. 산화층 내에서의 

수증기의 확산은 Uludogan 및 Corradini 모텔에서와 같이 어떠한 반웅 표면에서 반 

응이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스 확산과 고체 확산올 모두 고려한 개념올 가 

정하였다. 즉 반응 상수를 도입하여 모든 반웅이 일어난다는 Uludogan 및 

Corradini 모델올 일반화하였다. 

기본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aA(g) + bB(s 아 O • cC(g) + dD(s or f)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D X ( 82Cv 2 8Cv l 
~+.!::!..~ = 

ðr2 r ðr J - x < r < x。

입자 표면 x。 에서， 

Dox ( r x - 암 L. = k씨v.o - Cv.SURF) 

산화반웅표면 x 에서， 

Dox ( r - .l)x = aksCfCv ox 

-Dox (떻L = a C f ( 뿜) 

여기서 km 은 수소-증기 혼합체의 물질전달계수， Cm삐l 

(3.4.28) 

(3.4.28a) 

(3.4.28b) 

(3.4.28c) 

는 금속 산화층에서의 확산계수， ks는 화학반응상수， xo는 초기 업자의 반경을 의미 

한다. 성층화 단계에 대해， 열전달은 Modified Berrenson 상관식올 이용하여 물질전 

달은 위의 식과 기하학적 구조만 다르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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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MAAP4 모벨 

MAAP4에 사용되는 FCI의 수소생성모델은 기본적으로 B&]의 실험올 통해 얻어 

진 실험 data를 상관식으로 도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리적인 파편화 과정에 대한 

모델은 단순한 모세관 효과에 의한 입자 크기로 나타내고 있으며 가스-수증기 층에 

대한 열전달이나 산화층에서의 열전달， 그리고 각각의 물질 전달 동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FCI의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모벨이라기보다는 코드의 전산 속 

도를 개선시키고 복잡성을 최소한으로 줄인 단순한 계산올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보완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FCI시의 기존 모델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표 3.4.2에 나타내었다. 

2. 천이수소생생모텔 개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FCI시 주어진 압력 조건에 따라 반웅 양상이 서로 다 

른 모드(steam explosion, steam spike, 그리 고 stratification)로 진 행 되 는 물리 적 현 

상을 반영하여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보완해야 할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이전 연구로 질량 및 에너지에 대한 mass 

diffusion과 heat conduction으로 입자 산화층에 대한 연속방정식으로 생성 메커니 

즘을 고려한 Lee 및 Park의 모델에서의 결과는 FITS 실험치에 보다 근접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대사고시 고온 및 고압 환경에서 발생되는 FCI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 

소생성모델이 필요하며， 아울러 수소생성량 자체 및 산화에너지에 따른 국부적 압 

력 상승의 예측을 위한 질량 및 에너지에 대한 천이( transient)해석이 필요하다. 또 

한 불확실성이 높은 물성치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수행되었다. FCI시의 수소생성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FCI에 대한 물리적인 진행 

현상을 고려하여 열수력거동， 열전달과정， 그리고 산화반웅공학의 각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각 구성 요소에 대해 그 세부적인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물리적 모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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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원자로 압력용기의 파열로 인해 격납건물 하부 공동으로 노심용융물 

이 떨어져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웅이 일어날 때 노섬용융물의 파편화 과정올 

겪으므로 이에 대한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FCI가 격납건물에 미치는 열적 및 역학 

적인 영향은 본질적으로 노심용융물이 주위의 열수력학 조건하에서 냉각수와 노섬 

용융물이 어느 정도로 접촉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므로 낙하하는 노심용융물의 표면 

적올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orradini에 의해 

제시된 상관식에 대하여 노심용융물의 상대속도와 밀도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관성 

력으로 설명되도록 We 수를 도입한 Chu 상관식 [3-43]올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냉각수 높이에 따른 분열 크기를 표현한 MELCOR 코드의 파편화 모형을 

사용하였다. 

물과 공기의 시스템에 대하여 Chu의 파편화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Dt(t) = D fO exp( - C1 rO•772 WeO . 2뼈) (3.4.29) 

W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We PC U~ D fO / O't (3.4.30) 

여기서 Pc는 냉각수 밀도이며， Uf, Dto 와 (J f는 각각 용융물 업자의 속도， 초기직 

경， 그리고 표면장력올 의미한다. 식 (3.4.29)의 t는 무차원 시간올 의미하는데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r = (U f t / D fO ) (Pc / Pf)1/2 (3 .4.31 ) 

여기서 시각 t의 기준은 공동의 냉각수 풀로 용융물이 떨어졌올 때이다. 그리고 

상수 C 1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 1 0.171 - 0.149 (Pc / pt)l /2 (3 .4.32) 

하지만 MELCOR 코드에서는 위의 Chu의 상관식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사용 

하고 있다. 

Dt(t) D fO exp( - C1 r WeO.254) (3 .4.33) 

C 1 0.1232 - 0.149 (Pc / pt)1/2 

수정된 상관식과 Chu의 상관식과의 비교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정 

한 속도 U t를 가정하고 닥하길이에 따른 입자의 직경 변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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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 D fO exp(- Z) for ZBOT 드 z 드 ZPOOL ) (3.4.34) 

Z C 1 We O
.
254 

/ D fO ) (Pc / Pf )1/2 (Zp∞L - Z) 

위와 같은 노심용융물의 파편화 모텔은 단지 노심용융물이 액체상태를 유지할 때 

적용하였으며 용융물이 고화되면 더 이상의 파편화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Corradini는 노섬용융물과 냉각수의 혼합 정도는 노심용융물이나 냉각수의 유 

체화(fluidization)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때의 최소 입자 직경은 다음 

과 같다고 밝혔다. 

D min = [~ (찮 r(魔f(떻f(캄)] (3 .4.35) 

여기서 af와 a v는 각각 혼합체가 전개될 때 주어진 시간에서의 노심용융물과 수 

증기의 부피분율 그리고 CD는 노심용융물의 drag coefficient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파면화되는 입자의 최소 크기와 실험결과로 나온 파편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파편화된 입자의 크기에 제한을 두었다. 

용융된 노심물을 원자로용기의 초기부로부터 일정한 분출 속도로 하부의 원자로 

용기로 낙하시킨다. 이때 원자로용기 초기부의 크기가 전체 노섬용융물의 낙하시간 

을 결정한다. 

나. 열 및 물질 전달 모탤 

Premixing단계에서의 모형은 분출 산화를 고려하지 않은 구형입자 형태의 용융 

물이 냉각수와 반응한다고 가정하였다. 고온의 구형업자 주위에 안정된 증기막이 

존재한다고 설정하였으며 이 때 증기막을 통한 열전달은 기존의 열전달 모델을 사 

용하되 다음의 고려사항에 부합되는 모델올 선정하였다. 

1) 복사 및 대류 열전달을 모두 고려한다. 

2) 구 주위의 증기에 대해 막의 불안정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액체 속의 열경계층은 구의 반경에 비해 작다. 

4) 용융입자에 대한 물성치의 온도 의폰성올 고려한다. 

가정 2)는 내부 Triggering에 의한 증기폭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기 위함이고 

가정 3)은 증기와 액체의 경계에서의 액체 유동 및 증기의 영향을 무시하여 액체 

영역을 단순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가정 4)는 고온으로부터 빠른 냉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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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입자의 물성치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고화에 따른 산화 반웅의 종료나 물성치의 온도 의폰성의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 

간에 따른 용융업자 및 증기막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시간올 

고려한 열전달 지배방정식 및 초기， 경계 조건올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àT 
p 굵 = v (kvT) ri < r < R (3 .4.36) 

4 _L _ dT i 4πrrak s( T;)CfC vi ( - L:l. H) + 4πrrk(vT) =월iPiCp;표 at r = ri (3.4.36a) 

-kvT = hc(TR-Tc)+hRad(TR 4-Tc 4) at r = R (3.4.36b) 

T=Ti=T r for t=O. O~r~R (3.4.36c) 

여기서 k 는 용융업자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며 R 은 입자의 반경을 ri 은 미반 

응 금속의 반경올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remixing단계에서의 위의 가정에 부합되는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Dhir 및 Purohit<D&P)모텔올 사용하였다. 이 모텔은 넓은 범위의 냉 

각수 미포화 정도에 대해 잘 예측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열전달 상관식은 자연 

대류 막비둥열전달계수의 경우는 

N 맏D U∞nvection ,. 
PrvScc 

Nu o + Nu nc ~-- ~ "'0' ~ "~nc Pr c Sppμ 

N u radiation 

“ V 

C Prv O(T1 - T~AT)D -
1 Spp h fg μv 

로 표현되며 강제대류 막비등열전달계수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서 구해진다. 

’ I? 1_. Scc Prv \ 
NUconvection Nu o + 0.8 (Re) “ II + S~~-Pr-

c 
YJl ) 

여기서 Scc 

Spp 

Cp-C Jrsub 

h fg 

조월강T f 
h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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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3.4.39) 

(3.4.40) 

(3.4.41 ) 



r goPv(PI - Pv)hf"D3 ,1/4 
Nu o 0.81 .. 1. '"' 냉 | 

| μvk v L1T w 
(3.4.42) 

r g ，、낭 - c.、， 8L1T ... 1、D3 ,1/4 
NU nr = 0.91 ~ ‘ -μ 

U,K, (3 .4.43) 

막비등에 의한 열전달계수는 위 두 식에서 구한 열전달계수 중 큰 값올 가지도록 

하였다. 

물질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성치가 변하지 않으며 물질전달율이 적을 경 

우에 가정 할 수 있는 heat and mass analogy를 사용하였다. 막비등 상태의 수증기 

와 물의 물성치를 포화상태로 가정할 수 있으며 FCI시 물질전달율은 일반적으로 

작으므로 이와 같은 가정을 수립할 수 있다. 상관식 도출을 위한 heat and mass 

analogy의 각 인자를 표 3.4.3에 나타내었다. 

자연대류 막비등 물질전달계수는 

km*D Sc" * S 
Sh conv 뉴-" - Sho + Shnc*1 c_--~ … l 

iJs-H2 U l SCc * SpPm * μ l (3.4.44) 

로 표현되고 강제대류 막비등 물질전달계수는 다음 식에서 구해진다. 

Sh conv ’ I? 1.. SC" * Scc 
Sho + 0.8 * Re “ * | 1 + v l \ ~ , SCc * Spp * μ l (3.4.45) 

여기서 Sho 
I SC v * Gr m * h fg \ 0.8 * I --'11 I 
\ C v L1T f J 

(3.4.46) 

Shnc 0.9 * (Grm * SCc )1/4 (3.4.47) 

다. 산화반웅 모델 

Lee 및 Park 모델을 제외한 이전의 연구에서 산화반응 메커니즘올 용융 입자의 

낮은 온도에서의 고체확산과 높은 온도에서의 기체확산을 주된 산화반응율 결정 메 

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웅율 제어 메커니즘을 선정하여 수소 

생성량을 예측하는 방법은 실제적인 수소생성반웅 현상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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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확산의 경우 산화층올 통한 확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데 산화반웅이 비균질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산화 가능한 미반웅 금속의 표면은 계속 줄어들게 

되므로 산화층을 통한 확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체확산을 제어 메커니즘 

으로 설명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수소생성량올 예측하게 된다. 반대로 고체확산의 

경우 반웅에 사용되는 수증기 분자가 이미 업자 표면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으로 미 

포화 액체에서의 막비둥 현상이 연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어느 온도까지 떨어져 

야 막비둥에서 핵비등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모텔올 도입하지 않는 한 

수증기가 산화가능 표면까지 충분히 도달해 있다는 가정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제보다 놓은 수소생성량을 예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증기 분자가 산화 가능한 표면까지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 

두 포항하는 메커니즘으로 산화반응 모델올 수립하였다. 산화반웅에 대한 시간을 

고려한 수증기 확산 방정식 및 초기，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ac" é-효L = v (D vC v) rj < r < R (3.4.48) 

- D v C v = k m ( C v. R - C v. c) at r = R (3.4.47a) 

C f보i -DvCv at r = rj 
dt 

(3 .4.47b) 

DvC v = ak s( T;) CfC vj at r = rj (3.4.47c) 

t = 0, rj = R (3.4.47d) 

여기서 km은 수소-증기혼합체의 물질전달계수， C f은 금속입자의 농도 ， D는 

산화층에서의 확산계수이며 e은 투과율 ks는 화학반웅상수이다. 

3. 천이수소생성모웰 검증 

가.차분방정식 

열전달 지배방정식 및 수증기의 확산방정식올 제어체적과 시간 간격 ( t 에서 

t + l::. t 까지)에 대해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올 얻올 수 있다. 

? TE-T p 2 Tp-Tw 1 / __ 33" ... _0 kerZ「패죠--kwr; (&)w = 5(re-r$)(PCpT-pUCpTO)p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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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v ,E -C v,p n. 2 Cv ,p-Cv ,W ê/3 3 ι = ; (r~-r~)(Cv-C~)p er~ (ðrh - uwr ;;.， --(δr) w 3 (3 .4.49) 

여기서 하첨자 P 및 W , E는 각각 기준， 기준의 왼쪽， 기준의 오른쪽 위치를 나타 

내며 하첨자 W , e는 기준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pTL= aET￡ +awTL+agTF (3.4,50) 

여기서 식 (4 ， 3 .50)의 계수는 

Ll 

ap=aE+aW+쁨요않r~) 

0_0 

a~= 쁨요 (r~ - r~) 

(3.4,50a) 

(3.4,50b) 

kerg 
aE= (.ð. rh (3.4,50c) 

L 

W 

2r 
R ’κ

 
-4 --w a (3.4.50d) 

a pC ~ = a E C ~， E + a wC ~， w + a p C ~， p 

이 고 식 (4 ， 3 ，5 1)의 계 수는 다음과 같다.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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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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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2r -” D 

-
μ
 

= w a 
(3.4,51 c) 

나. 계산 방법 

I)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 실 험 

실험의 특성상 파편화 과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성층화 역시 계산시간에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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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낙하속도는 자유낙하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계산시간올 결정하였다. 용융 업 

자가 냉각수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를 대상시간으로 

한다. 이 때 고화 온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 시간 칸격에서 발생한 수소의 양이 

극히 미미할 경우 계산은 종료하였다. 한 시간 간격에 대해 용융 업자내의 수증기 

농도， 온도 분포 및 수소생성량올 모두 계산하였다. 상관식에 적용할 물성치는 노심 

용융물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입력으로 필요한 온도， 및 압력에 

대해서는 증기막의 평균온도와 포화압력올 가정하였다. 명균온도가 매우 높올 경우 

에는 주어진 압력에서의 포화온도를 가정하였다. 즉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양적 

비율을 고려할 때 냉각수의 압력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Fully Instrumented Test Site (FITS) 질 험 

증기폭발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FITS-D 실험에서 폭발적인 반웅이 일어나지 않 

은 경우를 대상으로 계산올 수행하였다. 수소생성량은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압력용 

기 파손부로부터 분출되어 냉각수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계산올 시작한다. 성층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성층화에 대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정이 필요 

한데 용융업자들이 모두 바닥에 도달한 시점부터 생충화를 가정하였다. 일차적으로 

용융물이 모두 원자로공동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Premixing단계를 모사하였으며 

성층화에 대한 계산올 수행하였다. 용융물의 물성치는 온도의폰성올 고려하여 각 

시간간격에서의 온도계산 후 새로운 값으로 대체된다. 

가) 노심용융물의 위치 및 입자 크기 결정 

원자로용기로부터 분출되는 노심용융물올 원자로압력용기의 파손부의 크기와 낙 

하속도에 따라 원통 형태로 냉각수로 유입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자료의 미비로 

인해 파손부의 크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파손부의 크기를 여러 가지로 적용하 

여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한다. 이를 통해 타당한 파손부 크기를 결정한다. 

원통형 용융물의 위치는 실혐의 사용된 용융물의 부피와 파손부의 크기에 의해 원 

통형 용융물의 물리적 모형올 계산하고 원통형의 용융물의 처음 냉각수와 접촉하는 

전면 (ZHEAD)과 꼬리 부분(ZTAIL)의 위치를 파악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FCI 

의 각 단계를 결정한다. 천이 해석시에 premixing단계에서는 냉각수로 유업된 노심 

용융물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변하므로 이를 다루는 계산 방법으로 앵각수 풀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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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정해진 층으로 나누어 노심용융물이 단위 시각동안 한 층만큼 진행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각 층과 층 사이에서 단위 시각올 다시 sub-node로 세분하여 천이 해 

석을 하였다. 이 때 각 동일층에서의 용융 업자의 크기는 균일하게 부여하였으며 

이 입자의 크기는 앞에서 설명한 파편화 방정식올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기준 위치 

는 천이 해석을 위해 상대적으로 작게 잡았으며 sub-node의 개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수소생성량 계산에 타당한 node수를 결정한다. 

나) 열 및 물질전달율 

물성치의 경우 ANL실험에서와 같게 적용하였으며 한 시간 간격을 지나고 다음 

층으로 내려오는 용융물은 산화층을 제거한 미반웅 금속만으로 된 입자 주위에 증 

기막이 있는 형태로 가정하였다. 전 시간 간격에서 계산된 물성치 및 각 물리량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함께 전달되도록 하였다. 

다) 금속 산화반경 및 수소생성량 결정 

금속의 산화반경은 식 (3.4.51b)에서 구해진다. 초기 반웅은 식 (3.4.51a)와 

(3 .4.51C), (3 .4.51d)를 통해 계산한다. 수소생성량은 화학반웅식에서 분자량과 계수를 

통한 분석에서 금속의 산화량을 알면 구활 수 있다. 즉 산화 금속의 질량올 알변 

화학반웅식에서 계수 비를 통한 몰 비의 비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다. 검증 결과 

1)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 실 험 

ANL실험의 여러 다른 조건에서의 실험 중에서 잔여물의 기하하적 구조가 구형 

이고 비격렬한 반응올 보였으며 초기 금속이 용융 상태로 입사된 경우를 선택하여 

실험 Run 15, 16, 29, 83, 90, 108에 대하여 수소생성 량올 계산하였다. 표 3.4.4에 실 

험 조건 및 결과와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그림 3.4.1 에 계산 결과를 

도시하였다. 수소생성량은 산화된 금속의 몰수를 계산하여 화학반웅식에 의해 계산 

된 값이다. 

표 3.4.4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산 결과는 대체적으로 실험 결과보다 낮은 수소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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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예측하였다. 오차는 실험에 비해 -50.7 % 에서 +30.9 % 까지 나타났으며 

ANL실험을 모사한 다른 모댈의 결과가 없으므로 계산의 정확성을 다른 모댈과 직 

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FITS실험올 모사한 Corradini 둥의 모텔의 경우， 오 

차가 실험에 비해 100 % 이상인 것올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절히 수소생성량을 

예측했다고 할 수 있다. 수소생성량에 영향올 주는 중요한 인자로는 다른 어떤 인 

자보다도 업자의 크기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반옹에 참여하는 단면적의 크기 

가 클수록 많은 양의 수소가 빠른 시간 간격에 생성되었음올 확인하였다. 입사되는 

입자의 크기는 질량과도 관계가 있으며 그 양이 많올수록 비록 산화율을 상대적으 

로 적을지라도 수소생성량에 있어서는 증가하는 것올 확인하였다. 냉각수의 미포화 

정도에 대한 수소생성량의 영향은 실험에서 사용된 정확한 냉각수의 온도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파편화를 고려한 FITS실험의 모사에서 다루기로 한다. 계산과정 

에서 용융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는 수치적으로 모사하는데 매우 어려웅이 

있었으나 실험결과에서 작은 업자 크기의 경우 격렬한 반웅을 보였으므로 비격렬한 

반웅을 가정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2) Fully Instrumented Test Site (FITS) 실험 

단일입자 실험 모사 다음으로 FITS실험 조건하에서 파편화를 고려한 Premixing 

단계 및 성층화 단계에서의 수소생성량올 모사하였다. Premixing 단계에서 냉각수 

풀에 대한 기준 위치는 107~ 의 점을 잡았으며 이 기준 위치를 세분하여 sub-node 

로 나누어 계산을 수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FITS실혐의 Premixing단계의 모 

사를 위해서는 초기 단면적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냉각수 풀의 sub-node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분석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FITS-2D 실험조건하에서 초기직경과 node 수에 대한 분석올 하였다. 파손부의 

크기에 대한 영향은 초기직경올 1, 3, 5, 8, 10, 20 cm로 가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 

한 수소생성량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4.5와 그림 3.4.2에 나타나 있다.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직경이 1 cm 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소생성량에 대하여 모 

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기직경은 입사 용융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하 

는 가정으로 실험에 사용된 입사용융물의 부피가 모두 비슷하므로 일정한 크기 이 

상의 밑면의 직경을 갖는 물리적 모형은 계산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다. 초기직경이 1 cm 인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수소의 경우 약 73% 정도 

의 반응만을 나타내었고 계산 시간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시간이 더 걸렸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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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할 때 초기직경이 1 cm 보다 클 경우 수소생성량이 더 높게 나왔으며 또 

그 양이 변화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초기직경은 10 cm로 가정 

하였다. 

Node의 수에 따른 수소생성 량의 변화를 표 3.4.5와 그림 3.4 .3에 나타내었다. 수소 

생성 량은 그림 3.4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node의 

수를 크게 잡을수록 약간씩 감소하는 것올 알 수 있다. Node 수가 1300인 경우 500 

인 경우보다 약 7 % 정도 적게 예측하였으며 node 수를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 수 

치적으로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node의 개수가 

수소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적으로 1000개의 

sub-node를 가정하여 냉각수 층올 총 1.0E+04 개의 층으로 나누어 FITS실험올 모 

사하는데 사용하였다. 

FITS-D 실험에서 초기직경 10 cm . node 개수 1.0E+04 개로 비격렬한 반웅인 

FITS-2D , FITS-2DR , FITS-3D , FITS-8D 실험의 Premixing 단계를 모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 결과는 표 3.4 .6에 나타내었다. 그림 3.4.4 

는 FITS-2D와 FITS-2DR의 계산결과 그래프이다. 실험조건에서 FITS-2D와 

FITS-2DR은 냉각수의 미포화도 및 초기 용융물의 질량을 제외한 모든 것이 동일 

하며 FITS-2D의 냉각수 온도가 FITS-2DR의 냉각수 온도보다 약 lO K 정도 낮 

다. 계산결과 FITS-2D의 수소생성 량이 FITS-2DR에 비해 약간 더 높았으며 일반 

적으로 냉각수 미포화도가 클수록 수소생성량은 감소한다고 알려진 사실과는 배치 

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그 양의 차이가 매우 적고 초기 용융물의 차이를 고려하고 

계산상의 오차 및 물성치의 오차를 고려할 때 정확한 미포화 정도에 대한 수소생 

성량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FCI 현상의 모든 시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대한 Premixing 계산 결과이므로 미포화도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층화를 고려한 전 FCI event를 모사함으로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4 .5에 FITS-3D와 FITS-8D의 계산결과를 도시하였다. 상대적으로 

FITS-2D나 FITS-2DR의 수소생성 량보다 매우 적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냉각수 

의 깊이가 낮은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즉 계산에 사용된 대상 시간이 FITS-2D 

보다 매우 짧게 되며 동적혼합모델을 이용한 결과에서 냉각수 풀의 높이가 낮을 경 

우 냉각수 속으로 들어갈 때 심하게 혼합되지 않고 노출 표면적도 작다는 실험 결 

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후에 성층화된 용융물 냉각 과정 

에서 생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TS-8D의 경우가 약간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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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성량올 예측한 것은 초기 입사된 용융물의 질량의 차이와 냉각수의 양 차이 

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일 입자 실험에서의 모사와는 달리 파편화를 고려한 계산결과는 수소생성량이 

시간에 따라 포물선 형태로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냈으며 이는 단일 입자 실험에서 

무리합수 그래프의 형태로 점점 수렴해 가는 것과는 다른 특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 업자 실험의 모사에서 나타났듯이 반용면적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수소생성량에 있어서 용융물이 앵각수 풀올 진행함에 따라 파편화 현상올 

겪게 되어 용융물 입자의 반경이 작아지므로 반웅을 통해 계산에서 제외되는 용융 

금속에 의한 마이너스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웅 면적이 증가하는 플러스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수소 

가 단위 계산 간격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3.4 .6에 FITS-2D 및 FITS-3D실험에 대한 성층화를 고려한 계산결과를 도 

시하였다. 표 3.4.7 은 FITS-2D실험에 대한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FITS-2D의 경우 

계산 결과 약 97 g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에서 약 91 g 

의 수소가 생성된 것과 비교하면 기존의 모텔에 비해 매우 실험과 근접한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FITS-3D의 경우에는 실험결과 97 %의 산화가 이루어졌다고 

나타났으며 계산에서는 용융물이 모두 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FCI시의 Premixing 계산결과는 C-M-E 모텔이나 Lee 및 Park 모텔에 비해 많은 

양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산시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모델이 성층화 단계에서의 수소발생량이 지배적이라고 

예측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이는 시간올 고려한 수소생성율이 장기간의 성 

층화 단계보다는 Premixing 단계에서 높다는 것올 의미한다. 

또 전체 계산에서 실험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의 수소가 발생한다고 예측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첫째， Premixing 단계에서 반웅이 일어난 금속산화물의 경우 다음 시간간격에서는 

제거하고 미반응 금속만으로 다시 입자가 구성된다고 가정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산화된 금속이 파편화 과정올 겪으면서 모두 떨어져 

나간다는 가정이 수소생성량에 있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계산에 사용된 각종 물성치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용 

융입자의 물성치뿐만 아니라 증기막에서의 수소의 생성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를 적 

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화학 반웅에 대한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물성치 

자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는 실험상의 오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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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모텔에 비해 전체적으로 실험과 근접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Premixing 단계에서 높은 수소생성율올 보인 것은 정성 적 

으로 적절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4. 수소생생모텔 적용 

대표적인 중대사고 해석용 코드인 MELCOR와 MAAP4 코드는 현재 원자로 압력 

용기 내， 외부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웅올 취급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수소생성모텔이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MELCOR 1.8.3은 이 

에 대한 모델이 현재 없으며 MAAP4에는 수용되어 있으나 MAAP4의 모델의 경우 

에도 산화량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Baker와 just의 실험 결과를 다항 곡선으 

로 표현한 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올 고려하여 중대사 

고 해석에 있어 기존 MAAP4 코드에 개발된 노심용융물-냉각수 반웅 현상에 대한 

수소생성모델을 추가하여 응용 계산을 수행하였다. 

가- 계산 방법 

실제 계산에서는 MAAP 4.0 쿄드의 DBjET 서브루틴을 수정 및 컴파일이 원활 

하도록 사전 작업올 수행한 후 실행 파일올 생산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Original MAAP 모텔은 Baker와 just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에 따른 

산화식올 다항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나 이것은 온도， 물성치 둥 기타 다른 조건들올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BjET 서브루틴 중 산 

화량을 결정하는 부분인 Baker와 just의 실험 다항 곡선 부분을 개발된 모텔의 산 

화를 다루는 부분으로 수정하였다. 

입력화일은 참조원전언 울진 3.4호기의 입력화일올 사용하였으며 초기 사고 시 

나리오 SBLOCA에 대하여 중대사고 계산올 수행하였다. 수정된 모델올 사용한 계 

산 및 원래 코드의 계산을 비교하여 사고 진행 과정의 변화 및 수소생성량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텔올 수용하여 MAAP 코드를 실행시킬 경우 원자로용기 

lower plenum 또는 격납건물 각 격실에 냉각수가 존재하고 노심용융물이 투하 또 

는 분출되는 물리적인 현상이 진행될 경우에 한하여 계산결과에서 비교분석이 가능 

하다. 원자로용기 lower plenum의 경우 냉각수는 거의 상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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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격납건물내 수소생성량올 계산 코드를 

이용하여 비교할 경우 발전소의 격실 분할에 따라 수소 농도가 영향올 받을 수 있 

다. 본 계산에서는 울진 3.4 호기를 대상으로 5 개의 격실(Reactor cavity, Lower 

compartment, Upper compartment, Annular compartment, Containment dorm)로 

분할한 입력 파일을 이용하였다. 

냐. 계산 결과 

표 3.4.8은 초기 사고 시나리오 SBLOCA에 대한 Original MAAP 코드를 이용한 

계산에서의 시간에 따른 주요 사고 진행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표 3.4.9에 수정 

된 모델 계산에서의 시간에 따른 사고 진행 결과를 정리하였다. 주요 사고 진행 과 

정에서의 압력 및 전체 수소생성량올 총괄적으로 비교한 것을 표 3.4.10에 나타내었 

다. 

모사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격납건물의 파손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노섬올 지지 

하는 플레이트 파손 이전에는 같은 결과를 보이지만 플레이트의 파손에 이르는 단 

계에서부터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Original MAAP 모델을 이용한 계산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파손시각 65603 초에 494 kg의 수소가 발생하였지만 본 계산에서 

는 58331 초에 481 kg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계산 모델을 이용할 경우， 냉각수가 상폰하고 그 위를 노심용융물이 떨어지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있다. 계산 결과가 원자로용기의 파손 

이 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차적으로 산화에 따른 zircaloy 및 수증기의 양 

적 변화， 열전달 및 물질전달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 파악올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 

면 수소 발생량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원자로 압력용기의 파손 시각이 빨라지는 둥 전체 사고에 대한 진행 과 

정에서는 사고에 악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응 

하는 경우의 열전달 및 물질전달， 산화막의 역할 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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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C-M-E 모텔과 실험결과 비교 

Mass of Hydrogen Generated Precent of Metal Reacted 

TEST FUEL Calculated(gm) Measured Calculated 
Sub Measured 

(K) (gm) 
Ph.1 Ph.2 Ph.3 FeO- Fe20 3 FeO- Fe20 3 

FITSIC I-A 69 110 0.03 172 33-22 51-34 

FITS2C Cor 72 48 0.009 95 24-20 53-39 

FITS3C Cor 70 7.5 0.04 68 4-4 53-39 

FITS5C I-A 75 49 0.09 205 13-9 53-35 

FITSOD I-A 0 103 0.06 189 29-19 54-36 

FITS2D I-A 168 91 0.18 183 24-16 52-35 

FITS5D I-A 83 92 0.03 193 24-16 51-34 

FITS8D I-A 0 120 0.01 207 31-21 54-36 

CWTI-9 Cor 6 18 6.0 8.3 76-58 58-46 

CWTI- lO Cor 75 2 4.0 7.2 10-10 69-53 

Single Fe 70 1.3E-5 1.4E-4 0.09-0.06 1-0.7 

Dropl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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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선행 수소생성모텔 요약 

Reaction 
Physical Model H & M Transfer Energy equation 

Mechanism 

B하‘er premixing only H: Nu=2.0 
lumped Separated, 

& ]ust 업자 크기: 일정 
parameter controlled 

M: Lewis eq. 
approach mechanism 

FCI 세 가지 mode 
Bromley의 증기 막 Gas Diffusion 

C-M-E 두께에 대한 & 
dynamic mixing 

상관식 사용 Solid Diffusion 

FCI 세 가지 mode 
H: Epstein & 

Separated, 

입자 크기: 선형 또는 
Hauser 

Young controlled 
M: Ranz & 

일정 mechanism 
Marshall 

premixing only 
Separated, 

Epstein 
입자 크기: 일정 

stagnation flow controlled 

mechanism 

H: Dhir & 
premnung lumped General 

B.C.Lee Purohit 
& stratification parameter mechanism for 

et al M: H & M 
dynamic mixing approach 머1 effects 

A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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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열 및 물질전달 상사성 비교 

Heat Transfer Mass Transfer 

T X A 

a DAR 

β s 
h Km 

Nu Sh 

Re Re 
Pr Sc 

Gr 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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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ANL 실험 결과 및 계산 결과 

결과 

실험조건 

실험결과 계산결과 
Run 

금속온도 산화 수소 산화 -/A「‘J:ι
입자평균 기하학적 

('C) 및 반웅율 생성량 반응율 생성량 

상태 
직경(때) 모양 

(%) (mg) (%) (mg) 

15 
1900, 

액체 
2040 구형 9.0 0.1096 5.72 0.0697 

16 
2700, 

980 구형 
액체 

17.1 0.0231 13.05 0.0176 

29 
1852, 

1500 
액체 

구형 7.9 0.0383 10.34 

83 
2200, 

액체 
1180 구형 14.8 0.0잃9 12.86 0.0303 I 

90 
1852, 

1290 구형 19.7 0.0607 12.00 0.0370 
액체 

108 
2100, 

1680 
액체 

구형 14.8 0.1007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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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파손직경 및 노드 수에 따른 수소생성량 

수소생성량(gm) 

파단직경(Cm) #of Sub-node 

1 3 5 10 500 800 1000 1300 

3.6148 4.9728 4.9728 4.9728 5.2605 5.0599 4.9728 4.8892 

표 3.4.6. FITSD실 험 에 대 한 Premixing 단 계 계 산 결 과 

\\ FITS2D FITS2DR FITS3D FITS8D 

산화량(%) 1.3288 1.3222 1.2518E-001 1.5487E-001 

-까「、」 까、- λ씨 δ /셔 。 "ð=
4.9728 4.8699 4.6601E-001 5.9483E-001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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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실험 및 다른 모델과의 계산결과 비교(Premixing+Stratification) 

Mass of Hydrogen Generated 

Test Calculation (gm) 

Measurement(gm) 

Premixing Stratification 

4.9728 90.9752 

FITS 2D 91 (1.09)* 038.2)* 

(0.18)** (83)** 

」

Note) * The Calculated results of Lee and Park 

** The Calculated results of Corradin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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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8. Original MAAP 계산에서의 주요사건진행 

Time (sec) Event Logic Event Summary 

.000 46 : T LETDOWN FLOW OFF 

.000 158 : T BKN S/G EQUIL THERMO 

.000 167 : T UNBKN S/G EQUIL THERMO 

.000 190 : T UHI ACCUM EMPTY 

.000 209 : T PS BREAK (S) F AILED 

.000 216 : T HPI FORCED OFF 

.000 217 : T LPI FORCED OFF 

.000 221 : T FANS/COOLERS FORCED OFF 

.000 222 : T CONTMT SPRA YS FORCED OFF 

.000 232 : T CHARGING PUMPS FORCED OFF 

.000 242 : T PS MAKEUP OFF 

.000 243 : T LETDOWN SWITCH OFF 

000 254 : T LPI TRAIN 2 FORCED OFF 

78.454 14 : T FP 모텔S ON 

87.107 158 : F BKN S/G NONEQ THERMO 

87.107 167 : F UNBKN S/G NONEQ THERMO 

1355.924 215 : T MCP SWITCH OFF OR HI-VIBR TRIP 

1889.679 25 : T PS NONEQ THERMO 

3069.256 49 : T CORE HAS UNCOV 
306.324 691 : T CORE HAS UNCOVERED 

4725.068 690 : T MAXIMUM CORE TEMPERATURE HAS 
EXCEEDED 2499 K 

26095.459 34 : T BROKEN HOT LEG RUPTURE 

28196.652 2 : T SUPPORE PLATE FAILED 

43349.723 28 : T CWNCMR NOT BLCKD FOR GAS XPORT 

65489.504 188 : T ACCUMULATOR W ATER DEPLETED 
65603.586 3 : T RV FAILED 
65603.602 693 : T REACTOR VESSEL HAS INITIALL Y 

FAILED 
65972.273 1008 : T 1 TH COMPT CORIUM POOL QUENCHED 
74959.273 61 : T RPV SECONDARY F AILURE UPON 

REMAINING DEBRIS HEA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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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수정된 MAAP 계산에서의 주요사건진행 

Time (sec) Event Logic Event Summary 

.000 46:T LETDOWN FLOW OFF 

.000 158 : T BKN S/G EQUIL THERMO 

.000 167 : T UNBKN S/G EQUIL THERMO 

.000 190 : T UHI ACCUM EMPTY 

.000 209 : T PS BREAK (S) F AILED 

.000 216 : T HPI FORCED OFF 

.000 217 : T LPI FORCED OFF 

.000 221 : T FANS/COOLERS FORCED OFF 

.000 222 : T CONTMT SPRA YS FORCED OFF 

.000 232 : T CHARGING PUMPS FORCED OFF 

.000 242:T PS MAKEUP OFF 

.000 243 : T LETDOWN SWITCH OFF 

.000 254 : T LPI TRAIN 2 FORCED OFF 

78.454 14 : T FP 모텔S ON 

87.107 158 : F BKN S/G NONEQ THERMO 

87.107 167 : F UNBKN S/G NONEQ THERMO 
1355.924 215 : T MCP SWITCH OFF OR HI-VIBR TRIP 

1889.679 25:T PS NONEQ THERMO 

3069.256 49 : T CORE HAS UNCOV 
3086.324 691 : T CORE HAS UNCOVERED 
4725.068 690 : T MAXIMUM CORE TEMPERATURE HAS 

EXCEEDED 2499 K 
26095.459 34 : T BROKEN HOT LEG RUPTURE 
28196.652 2 : T SUPPORE PLATE FAILED 

57884.215 188 : T ACCUMULATOR WATER DEPLETED 

58331.449 3 : T RV FAILED 
58331.449 61 : T RPV SECONDARY FAILURE UPON 

REMAINING DEBRIS HEATUP 
58331.566 693 : T REACTOR VESSEL HAS INITIALL Y 

FAILED 
58339.332 28:T CWNCMR NOT BLCKD FOR GAS XPORT 
60502.961 1008 : T 1 TH COMPT CORIUM POOL QUE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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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0. SBLOCA에 대한 key parameter 요약 

ORIGINAL MAAP RUN 

TIME PPS PRB(2) INT. H2 
(S) (PA) (PA) (kg) 

CORE UNCOVERY 3069.26 8792722.0 191047.3 0.0 

HOT LEG CREEP 26095.46 1570111.1 292215.6 441.0 

RUPTURE 
SUPPORT PLATE FAILURE 28196.65 1516157.8 297507 .1 441.7 

VESSEL F AILURE 65603.59 4144370.5 409584.7 493.7 

THIS WORK 

TIME PPS PRB(2) INT. H2 
(S) (PA) (PA) (kg) 

CORE UNCOVERY 3069.26 8792722.0 191047.3 0.0 

HOT LEG CREEP 26095.46 157011 1.1 292215.6 441.0 

RUPTURE 
SUPPORT PLA TE F AILURE 28196.65 1516157.8 297507.1 441.7 

VESSEL F AILURE 58331.45 6628766.5 398048.8 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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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5 철 GASFLOW 코드를 이용한 3차원 수소농도 환석 

1. GASFLOW 모탤 검토 

GASFLOW 코드의 전체적인 개요 및 수소 계산과 관련된 수소제어기 모델을 중 

심으로 검토하였다. 

가.개요 

GASFLOW 코드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LANL)과 Forschungs 

zentrum Karlsruhe(FzK)에 서 개 발한 3차원 유동장 해 석 코드로 유동장 내 에 서 의 3 

차원 국부 현상올 계산한다. 대상 장치 전체에 걸쳐 시간과 공간에 따른 기체 구성 

과 각 입자들의 분포를 예측하고， 그 결과(연소가 있거나 없올 수도 있는) 내부 구 

조물이나 벽에 걸리는 압력과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GASFLOW 코드는 주로 원 

자로 격납용기와 다른 장치에서의 수소와 다른 기체의 수송， 혼합， 연소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이 코드는 직교좌표계 및 원통형 화표계에서 3차원 체적에 대한 합축성 Navier 

-Stokes 방정식을 푸는 전산유체역학의 수치 기법에 근거한 유한체적코드로 1차원 

으로 연결된 체적들의 다중 3차원 계산 영역에서 다중 격실 (multiple compartment) 

과 내부 구조물을 가진 복잡한 장치를 기하학적으로 모텔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드는 버전 2.1 이다 

냐. 모웰 검토[3-44] 

1)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 

유한부피 공식 (finite volume formulation)올 보다 잘 반영 하도록 다음과 같이 적 분 

형으로 주어진다. 

질량보존식 : 옮 L여V= 빵(b-야 AdS+ #vSpdV 

운동량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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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 fvμpα때u뻐l 
-fs한p띠dS+ fv늄p앵'gdV- ~“. A)삐dS- fs(Dd. A)dS+ fvSmdV 

내부에너지 수송식 

옮 fvPldV= 뺀(b- u). AdS 

- fsp( u . A)dS - fv[용밸P ]dV- 엎(q. A)dS+ fvSldV 

2) 구성방정식 

열 역 학 적 성 질 과 수송 성 질 (Thermochemical and Transport Properties)에 관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25종의 기체와 액체 물올 포함하고 있다. 

C. CO. CO 2• H 2• H씨.N2 .Nρ. O2• air. Ar. He.NH3 • CH3• HO.H.H02• 

NO. O. NH. HNO. H 20 2• NH 2• LG. Xe. H 20 (Iiquid) 

이 중에서 공기 (air)는 79 %의 질소와 21 %의 산소의 혼합물로. LGOight-gas)는 

15 %의 수소와 85 %의 헬륨의 혼합물로 취급한다. 

3) 난류 모댈 

난류 모델로는 Algebraic 모텔과 k-ê 모텔이 사용된다. 

4) 화학적 동력학 모텔 

화학적 동력학 모델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시 발생되는 수소와 같은 가연성 기체 

의 연소 해석과 관련된 모델로 GASFLOW 코드에서는 1단계 모텔과 2단계 모댈 

두 가지 모델이 사용된다. 1단계 모델은 수정된 Arrhenius 법칙올 기초로 한 모델 

이며 2단계 모텔은 화학반웅을 유도 상태와 방출 상태로 나누어 설명하는 모넬로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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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단계 모델에서는 원래의 화학적 과정올 매우 단순화한 화학 반웅 모델을 사용하 

있다. 여기서는 단지 다음의 반웅만이 모텔링되어 있다. 

2H 2 +02 • 2Hρ 

원자로 

경우에 

격납건물올 모델링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계산상의 체적은 1-2 m' 이고 

따라서는 더 클 수도 있다. 단， 확산 화염이 기대되는 영역에서는 약 1 m' 로 

계산 체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공간상의 분해능력에 대해， 화염 구조를 

묘사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수행하지 않는다. 단지 복잡한 구조의 격납건물에서의 

연소에너지의 방출만을 나타낸다. 게다가 화학 반웅의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이 

단계와 연소 모드에 있는 유체의 움직임에 비해 매우 짧아서 많은 기본적인 반웅 

이 첫 번째 근사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 중간의 화학종은 

세 가지 기체(수소， 산소 증기)의 화학 평형은 다음과 같이 

세 종에 대한 질량 방정식은 

p압，vA_p따.yn 
I ...... 2 _ C' '" n 

L1t - V þ.H 2.combustion v 

p$2VA - pIb2vn - c v n 
L1t - ..::J þ.02. CO뼈 

p32VA - pIbzVn n ” n 
L1t - v Þ.Hρ. combustim V 

이고， 에너지 

PA!AyA_ pn!nyn 
(:'.1. V =s↑.∞mbustion yn 

방정식은 

이다. 

표현된다. 

여기서 다음의 방정식올 사용해서 위 식의 우변올 바꿀 수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_l브E브!.브뜨!.=-I- l브댄p =，~ 
2 dt dt ’ 2 dt 

반웅율: 

ω =k(T)c링2c%2 

반웅상수(modified Arrhenius law) 

- 181 -

(3.5.1) 

(3.5.2) 

(3.5.3) 

(3.5.4) 

(3.5.5) 

(3.5.6) 



_l 
k (T) = C f • T n 

• e RT 

연소에 의한 화학에너지 : 

fvs I.combustiondV = V . Cc • ψ 

dPa " dC a 
dt ‘’ .l. a dt 

혼합물이 fuel lean 할 경우( cH ,<2' Co, ) 

1 CtI2-ck γ k(T)co，c따2 
…= 2 L1t: ι 1 +2L1t:k(T)cn02 

혼합물이 fuel rich 할 경 우( cH,> 2' cO2 ) 

c&2 - cIbk(T)Cn0 2c파2 
r,,= 

L1t: ι 1 +L1tk(T)c꾀2 

이것은 식 (3.5.1 - 3.5.4)에 대한 질량생성항 

S엉.H째 

s ~ ()_ rn",hllctinn = - M - … .• “ P.02.combustion - - !V.l O ， ω 

S 엉￡따’.Hκ{μ2ι.com뼈1 
과 에너지생성항 

s ~ rtunh l1c:tinn = C _. 
1. combustion - νc 

을 제공한다. 

(3.5.7) 

(3.5.8) 

(3.5.9) 

(3.5.10) 

(3.5.11) 

(3.5.12) 

(3.5.13) 

(3.5.14) 

(3.5.15) 

※ 반응율에 대한 해답， 식 (3.5.10)과 (3.5.11)은 식 (3.5.7)에 의해 나타내어진 반웅 

상수를 포함한다. 이 반웅상수는 단지 혼합물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 모델의 화학적 

역학을 계산할 때， 온도는 상수로 유지하지만， 이 반옹상수는 점화기를 모델링하는 

-~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점화기가 작동되면， k(2000) = Cf e R . 2뼈 의 값은 2000 

K로 구해지고， 이 온도는 효과적으로 가연성 혼합 기체를 점화한다. 

나) 2단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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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학반웅올 유도 상태와 에너지 방출 상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링한다. 

유도 인자 모델은 반웅 유통 계산에 화학적 반웅올 포함시키는 단순화된 접근 방 

법으로， 주요한 이점은 자세한 화학적 메커니즘올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계산 시간올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도 상태에서， 중간 화학종은 기 (radicaD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는 반웅의 연쇄 

분기에 필요하다. 이 때 최소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상태는 유도 시간에 의해서 

모델링된다. 에너지 방출 상태 동안에는 기가 재결합하는데 이것은 반웅의 주 에너 

지의 방출을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재결합올 일으키는 시간올 에너지 방출 시간이 

라 한다. 

1단계 모텔에서와 같이 세 가지 기체에 대한 질량방정식은 

p일2VA - p파，vn - c v n 
L1t -..;J p.H ， .con뻐stion V (3.5.16) 

p$,VA - pIb?Vn ( --
ι ι _C 、 Tn

L1t - ..;J P.02.combustion v (3.5.17) 

p$7VA - pIb7Vn ( “ 
ι ι _ C "t Tn 

L1t - v p.Hp.combustion V (3.5.l8) 

이고， 에너지 방정식은 

V 
·
빼
 

m 
A 
I 

Q 

니
 

--v -
A-4 v -

A• -A
듀
 (3.5.19) 

이다. 

유도 인자가 1보다 크면(energy가 방출되면)， 수소에 대한 질량생성항은 연소가 

속한 영역에 의폰하여 두 개의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국부 난류 레이놀즈수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연소는 준층류 영역에서 발생한다. 

수소는 단계적 선형 방법으로 연소된다. 그 비율은 에너지 방출 시간과 subcycle 

tIme step 

c일， -c뇨 C H2• beforecomm찌어1 
- ‘ - ω---~-

μL sub ‘ rel 
(3.5.20) 

에 의존한다. 

국부 난류 레이놀즈수가 임계값보다 크면， 연소는 완전난류영역에서 발생한다. 

Damkoehler number{ratio of induction time to turbulent time) 가 점 화/소 화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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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수소에 대한 질량생성항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A - (cfL - cI피 τ- . C-Üm 

‘ l 
(3.5.21) 

그리고 산소와 수증기에 대한 질량생성항은 각각 

‘ 

s~.o ， ∞mbustion = 융 Mo, ω (3.5.22) 

S~ l-I,,{) rnmhll..::tÎnn = - M -- ‘” ι‘ p.H 20.combustion - -!V1 Hρω (3.5.23) 

이고， 에너지생성항은 

s?， comb때on =Ccψ (3.5.24) 

이 된다. 

Damkoehler number가 점화/소화 제한치보다 작다고 가정하면， 수소가 연소하지 

않으므로 질량과 에너지생성항은 0이다. 

※ 에너지가 단계적 선형 방법으로 준충류영역에서 방출된다면， 연소 시간 간격 

은 에너지 방출 시간의 최소값올 에너지 방출에 사용되는 시간 간격의 수로 나누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 

쁘
 때.
 

l 
s f댄

 
R 

--m 4 
(3.5.25) 

relstep 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값으로 줄 수 있다. default는 1 이다. 

5) 점 화 기 (ignitor) 모 댈 

점화기 모델은 간단하지만 효율적이다. 기체의 조성은 우선 수소와 산소의 가연 

성 혼합물<Combustible mixture) 이 폰재하는지를 체크한다. 이 코드는 수소， 산소， 

수증기의 혼합물이 가연성이 되는 문턱 값을 구하기 위하여 Shapiro diagram에서 

의 lean combustion limit를 사용한다. 가연성 혼합물올 형성하기 위하여， 수증기 

체적비 30 %이하에 대해서는 수소 체적비 (volume fraction)가 4 %를 초과하여야 

하고 30 %에서 65 %의 수증기 체적비에 대해， 수소 체적비는 4 %에서 12 %로 증 

가한다.65 %이상의 수증기 체적비에 대해서는 혼합물은 수증기가 불활성인 것으 

로 고려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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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Volum값)(댔 

H 2( volume% Hρ)능4+ min[O，옳 (volume% HP-30) 

이 조건에 맞는다면， 반웅율 상수에서의 온도는 2000 K로 되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k(2000) = Cfexp(- --E--) 
I ν R.2000" 

그러면 화학적 동력학 방정식은 이 driving function올 대입해 풀 수 있게 된다. 

이 코드에서는 백열플러그(glow plug)와 스파크(spark) 형의 점화기 두 가지 형 

태의 수소점화기에 대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빽열플러그형의 정화기에 대해， 반용 

율 상수는 구체화된 시간 간격에 대해 연속적으로 active하다. 반면에， 스파크형 점 

화기에 대해서는 반웅률상수는 단지 정해진 스파크 빈도수(sparking frequency)와 

정해진 스파크 기간에서 유일하게 작동가능하다. 

상용코드인 MAAP 둥에서는 PAR 장치에 대한 모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GASFLOW 코드의 경우 대표적인 PAR 장치인 NIS 재결합기， Siemens 재결합기 

에 대한 모텔올 포함하고 있으며 상관식으로 Siemens Type FR-90/1 재결합기와 

GRS 상관식올 포함하고 있다. PAR와 관련된 모텔은 PAR 및 점화기 혼용 연구에 

서 다루기로 한다. 

화염전파(flame propagation)는 가연성 혼합물이 주어진 계산 체적에서 점화된 후 

에， 시율레이션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올 수도 있다. 이 코드 내에서 

의 화염전파는 화학모텔의 에너지방출율과 화열 전면 근방에서의 열수력학과 열전 

달의 계산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일단 점화가 일어나면， 위 · 아래로의 화염전 

파는 화학모렐과 열수력모텔에 의해서 결정된다. 

2.3차원 수소농도 계산 펼요생 

현재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사고시 수소농도 분석은 발전소 전체를 대형 

격실로 나누어 일반적인 Lumped 상용 코드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사고시 발생된 

수소의 확산이 매우 빨리 진행된다는 가정올 만족시켜야만 적절한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된 서울대 소격실에서의 수소농도 분석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소격실에서의 포화 수소농도가 내부 구조물 및 격실간 틈새에서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 동 차이가 생김올 알 수 있었다. 현재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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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수소농도 분석은 이러한 국부적인 농도의 차이는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 

다. 예를 들어， 원전 cavity에 점화기를 셜치할 경우 cavity 내부의 구조에 따른 수 

소거동 분석을 통해야만 적절한 위치에 점화기를 설치할 수 있올 것이다. 국부적인 

수소농도의 집중 현상은 폭염 및 폭발 위험으로 격납건물 및 안전관련설비의 건전 

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소거동 해석 능 

력의 향상을 위해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대형 격실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소격실에 

서의 3차원적인 수소농도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에서 기 수행된 소격실에서의 수소거동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GASFLOW 코드 계 

산을 통한 3차원적인 수소농도 분석올 수행함으로써 국부적인 수소거동 해석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소개될 서울대 수소실험에 대한 내용은 소격실에서의 수소농도 분석 필요성 

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가. 소격실에서의 수소혼합 실험 

서울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된 사각형 소격실 수소혼합 실험에 대한 개요 및 실 

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1) 실험장치의 구성 및 질험조건 

그림 3.5.1에 실험 계통을 도시하였다. 혼합탱크는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5 m 

인 “ Up-right Rectangular"이고， 혼합탱크 내 자유체적은 1.5 m3가 된다. 혼합체(He 

only or He + H20)는 혼합탱크의 하단 중앙에서 주입되고 혼합탱크 내부를 통해서 

주위 밖으로 배출된다. 배출구는 그림 3.5.1의 맨 위에서와 같이 두 개의 출구만 개 

봉했다. 

실험조건으로 헬륨은 41it /min으로 주입했고， 증기는 8g /min의 주업율로 혼합체 

를 주입했다 

그림 3.5.2 는 전 실험장치의 사진이다. 맨 뒤편의 것이 주 혼합탱크를 가리킨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실험장치 제어 시스템이다. 맨 앞의 것은 실험 데이터 처리 시 

스템으로 실험을 총체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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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험 절차 및 방법 

실험 절차는 우선 중기 발생 장치에 물올 주입시키고 중기 발생기내에 장착된 5 

kw 용량의 heater로 증기를 생성시킴으로써 시작된다.5 kw 용량의 heater로부터 

과잉 공급되는 증기는 drain valve로부터 외부로 배출된다. chamber를 둘러쌓은 

line 형 heater에 의 해 chamber 벽 면올 일 정 온도를 유지 하게 한다. 만일 chamber 

내부에 주입되는 고온의 <<100 .C) 증기에 의해 벽면이 가열될 때는 온도 제어기에 

의해 line heater의 작동이 멈추게 된다. He 예열기를 작동시쳐 He gas를 가열시킨 

다. 증기 발생기로부터 공급되는 일정량의 중기와 He gas7r 혼합기에서 혼합된 후 
chamber 내 로 주 입 된 다. 혼 합 chamber 내 로 주 입 된 mixture는 sampling point를 

통해 sampling된다. 실험은 각 지점의 He 농도가 steady state에 도달 할 때까지 

수행한다. 

3) 설험 결과 

그림 3.5.3 과 3.5.4는 혼합실험에서 주 혼합탱크 내에서의 헬륨 농도 및 온도 분포 

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헬륨 농도는 주입구 바로 위 쪽(계측지점 #4)에서 가장 높은 

헬륨농도가 계측됐고， 혼합탱크 바닥의 구석지점인 계측지점 1번에서 가장 낮은 헬 

륨농도가 계측됐다. 혼합탱크의 맨 천장 아래 구석부분(계측지점 #3)에서의 헬륨 농 

도가 배출구 아래 부분(계측지점 #5)에서의 농도 보다 높다. 이는 구석부분에서 헬 

륨의 축적이 발생함올 나타내 준다. 

실험 주변의 낮은 온도(-2--6
0

C)에서 실험이 수행되어 혼합탱크 내 균일한 온도 

조건을 유지 할 수가 없었고 혼합체 축출계통이 중기의 과다웅축으로 원만한 증기 

축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실험 주변 환경의 온도를 상온에 가깝게 올려줄 펼요 

가 있었고 증기 축출계통을 보온처리 해야함올 알 수 있었다. 

나. GASFLOW 쿄드를 이용한 소격설 계산 

GASFLOW 코드의 기본적인 계산능력올 평가하기 위한 Test run을 단순사각형 

에 대하여 모사한 후 앞에 설명한 서울대 소격실혼합실험에 대한 모사를 수행하였 

다. 코드 업력자료는 실험과 통일하게 실험탱크 외벽온도 90 .C , 증기주입율은 8 

g/min , 헬륨주업률은 4 lit/min , 혼합체 주업온도는 95 "c로 유지하였다. 그림 3.5.5 

는 GASFLOW 묘드를 이용한 체적의 노드 형태를 보여주며 그림 3.5.6은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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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비교한 코드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5.6에 계측 두 지점 즉， 탱크 하부지점 (sampling point #1)과 상부지점 

(sampling point #4)에서의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코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최종 포화농도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험에서는 두 지점 모두다 농도가 실 

험 시작부터 증가해서 한 시간이 지난 후부터 포화농도 상태에 도달하는데 코드 해 

석결과는 초기 약 500초 지난 후부터 포화농도 상태에 도달하는 예측올 보였다. 코 

드의 초기 조건과 경계조건을 통한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 개선된 예측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격실 수소농도 계산올 위한 방법으로 MAAP4 둥의 Lumped 계산올 통해 계산 

된 수소농도가 10%를 넘는 격실 또는 공학적으로 중요한 안전설비가 있는 격실에 

대한 3차원 소격실 수소농도해석을 GASFLOW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은 현 

재 국내 실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GASFLOW 코드는 

HP 버전으로 개조된 코드이며 사용자 매뉴얼은 HP 및 SUN 기종 혼용으로 설명 

되어 있고 테스트 계산을 위한 예제는 모두 SUN 환경에 맞추어져 있어 코드의 활 

용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국내에 소개된 매뉴얼만올 이용하여 정확한 업력값을 작 

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테스트 계산올 수행한 경험올 토대로 입력값올 마련해야 하 

는 어 려 움 이 있 으며 계 산 cell 및 cell blocket올 구성 할 때 정 보가 부 족 하고 매 뉴 얼 

대로 수행하였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의 GASFLOW 코드로 

는 그래픽 설정 자체를 할 수 없었으며 이 외에도 경계조건 및 공학적 기기의 설 

치， 계산 결과를 얻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GASFLOW 코드를 이용한 3차원 분석 결과가 전무한 것을 

고려할 때 GASFLOW 코드를 이용한 소격실 3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코드의 해석 

경험을 늘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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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혼합실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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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수소혼합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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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서 x 

그림 3.5.5 GASFLOW 코드 계산에서의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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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6 철 1-4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제 1차년도 l' 수소발생 인지 방 
(1997.8.1 I 법론 개발 

·중대 사고시 수소 
1998.3.31) I 

계산 능력 평가 

제2차년도 

0998.4.1 

1999.3.31) 

제3차년도 
(1999.4.1 

2000.3.31) 

제4차년도 
(2어0.4.21 

2ool.3.31) 

· 위험도지향 사고분석 
방법론의 국내 참조 원 
전 적용 

· 금속 피복재-냉각수 
반응시 수소 생성 모 
델 개발 
·실험 데이터 비교분 
석 및 불확실성 평가 

·중대사고 인지 방법 
론 제시 

·격납건물 소격실 수 
소 농도 계산 

·수소 관리 지침서용 기 
초자료생산 

· 중대사고 및 수초처벼 
관리를 위한 정보파악 

· 수소제어 설계와 관련된 
의사결정 수목 모델링 

. GASFLOW를 이 용한 
격납건물 소격실 수 
소 농도 계산 
·격납건물 소격실에 
대한 수소농도 계산 

'PAR와 점화기 혼용 
시 사고과리 

연구개발 내용 

- 중대사고관리 정보파악 방법혼 검토 
- 참조원전의 노심손상빈도가 높은 주요 중대 

사고 경위 파악 

- MAAP 수소 생성 모텔 검토 MAAP 코드 
수소생성 모렐 분석 및 MAAP 수소 생성 모 
델의 예측능력과 불확실성인자 영향 분석， 금 
속피복재-냉각수 모델 검토， 민감도 분석 

- 수소 제어 요건 수립에 펼요한 수소 생성 현 
상 분석: 수소생성 실험 결과 분석， 사고에 

따른 수소생성율/생성량， 비상노심냉각수 원 
자로 주입시 과다 수소 발생 현상 실험 결과 
및 사고관리 밖아 팩가에 핑요하 모델 걱토 

- 중대사고관리 방법론 작성에 펼요한 안전목 
적수목 검토 

- 필수정보표 작성 
- 수소제어를 위한 의사결정수목 검토 
- 금속피복재-냉각수 반웅현상 모델 재검토 및 비교 
- 금속피복재-냉각수 반응현상 모델 개발 및 검증 

올 위한 계산 수행: FITS 및 ANL 실험 비교 

-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기준에 대한 검토 
-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를 통한 수소제어계 
통의 적용결과 

- 수소제어설비를 가동함에 따른 격납건물 파 
손 위험도를 비교평가 

- 개발된 금속피복재-냉각수 반응 모벨을 

MAAP에 삽입하여 예제 계산 수행 
- GASFLOW 코드 모델 검토 
- PAR 관련 현황 및 기존 코드 내 모델 검토 

- 노심출구온도를 통한 중대사고인지 
- PAR와 접화기 혼용시 의사결정수목 작성 및 

수소농도 계산 

- 기 수행된 소격실 실험의 GASFLOW 코드 
계산 

- 소격실 수소농도 계산방법론 및 예제 제시 
- PAR와 점화기 혼용시 의사결정수목 작성 및 

수소농도 

- PAR 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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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원전 사고 대처 방안 중의 하나로써 수소 제어 

관련 지침서와 규제 요건 개발에 필요한 공학적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중대사고 인지방법론올 작성하고 의사결정수목을 통한 수소 제어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국내 참조원전에 적용하였다. 또한 중대사고시 수소생성과 관련 

된 현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해석 코드인 MAAP 코드의 수소생성 모텔 및 주 

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였고 그 모텔 중 개선의 펼요가 있다고 판단 

된 FCI시의 반응 모델올 개발하여 MAAP에 적용하였다.3차원 수소농도 분석의 펼 

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GASFLOW 코드를 이용한 소격설 계산이 수행되었으며 

PAR와 점화기 혼용시의 사고관리를 위해 수소제어기의 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 

로 PAR와 점화기 혼용시 의사결정수목올 이용한 사고해석올 수행하였다. 

2. 연차별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1차년도 

1) 중대사고관리 정보 파악 방법론 요약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파악 및 중대사고시 계측기 

들의 가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INEL에서 제시한 5단계 정보 파악 방법론 

[6-1]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파악 방법론 1단계 (대상원전 중대사고 시나리오 파악) 

대상 발전소의 주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는 노 

심손상에 이르는 사고경위 뿐만 아니라， 격납건물 파손에 이르는 중대사고 시나리 

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대상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및 원전안전 

성점검 CIPE)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기여를 하는 주요 

중대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로는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LOCA) , 증기 발생 기 세 관 파열사고(SGTR) ， 발전소 정 전사고(SBO) 둥이 있다. 파 

악된 중대사고 경위들은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나 증기폭발， 

수소폭발， 격납건물 직접 가열 등 사고발생 후의 영향이 큰 중대사고에 대하여 그 

발생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지원하는 정보의 파악에 있어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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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구된다. 

나) 정보파악방법론의 2단계 (펼요정보결정) 

중대사고 진행 전반에 걸쳐 발전소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중대사고관리 방안 

수행올 위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목적수목과 필수정보표가 

도입된다. 안전목적수목은 발전소 운전원의 필수 정보를 조직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유용한 도구로써 이를 통해서 발전소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발전 

소 안전을 위협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대사고 현상들올 완화하 

고 방지할 사고관리 전략올 선택하고 수할 뿐 아니라 수행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는 

지를 감시할 수 있다. 아울러 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수정보표를 작성한다. 필수정보표의 각 행에는 안전목적수목에 있는 안전기능， 물 

리적 원리， 사고관리전략으로 나누고， 각 열에는 필수 정보， 직접정보원， 간접정보 

원， 가용한 계측기 등의 항목으로 나눈다. 

다) 정보파악 방법론 3단계 (정보제공에 필요한 계측기 파악)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흔 계측기들올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대사고 

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올 때 계측기의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파악 

되어야 한다. 계측기 역량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계측기 

의 측정범위와 계측기와 관련된 기기가 셜치되어 있는 주위 환경의 분석이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계측기의 역량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그 계측기는 중대사고 

시에 제 기능올 하지 못하게 된다. 

라) 정보파악 방법론 4단계 (원전상태 분석) 

중대사고시 원전상태분석으로 3단계에서 파악된 계측기들의 측정 능력과 비교하 

기 위하여 중대사고시에 원전 주요 부위의 물리적 변수들이나 환경 등을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해야 할 내용에는 첫째 원자로 냉각재 계통 격납건물， 보조건물， 터빈 

거물 내에서 계측기 고장올 유발시키거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위험한 환경과 파악 

되어야 할 변수들은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준위 퉁이고， 둘 째， 계측기 고장으로 

연결되는 계측기 관련 보조 기기들의 고장， AC 전원 고장， 보충수 고장， 계측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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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급 실패 등이 포함된다. 

마) 정보파악 방법론 5단계 (계측기 가용도 평가) 

3단계， 4단계에서 수립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대사고시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 

하는 것이다. 계측기 가용도 평가시에는 계측기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조건과 계측 

기의 사용환경에 대한 자격조건이 초과되는 지 계측범위를 초과하는지， 계측기 보 

조시스템의 고장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 변수들의 최대값과 각 

계측기에 대하여 명시된 가용범위를 비교함으로써， 첫째， 사용환경에 대한 자격조건 

을 초과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가용한 계측기들， 둘째， 미량 초과 시에 성능저하 가 

능성이 있는 계측기들， 셋째， 자격조건을 상당량 초과하여 성능저하 현상올 나타내 

는 계측기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주요 중대사고 경위 파악 

울진 3-4호기에 대한 PSA를 통해서 내부 유발사건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는 

8.25x lO- 6/RY로 추정되었으며， 노심손상 빈도가 높은 주요 유발사건들은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22.5 %), 급수완전상실사고 (13.8 %),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사고 

03.8 %),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02.7 %), 중형파단 앵각재 상실사고 (7.7 %), 

전원상실사고 (5.8 %) 등의 순이고 표 6.1과 같다. 이들 중에서 수소 생성이 핵연료 

와 냉각재 사이의 산화반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고 시 노내에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존재하느냐는 문제와 연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LOCA에 대하여 초점 

을 맞추었다. 추가적으로 격납건물내 수소 농도에 영향올 주는 살수계통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들 주요 사건들에 대한 사고경위 해석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6-2](FSAR)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3) MAAP4 수소생생모텔 검토[6-3] 및 민감도 분석 

MAAP4 코드가 다루고 있는 수소생성과 관련된 모댈은 물리적 현상올 모두 모 

사하여 다루고는 있으나 계산 속도를 감안하여 실험 상관식 형태로 금속의 산화 반 

응을 다루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반응 금속의 온도， 냉각수의 온도 등 수소생성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의 효과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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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년도에 금속산화에 대한 수소생성모 

델을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에 이를 MAAP 코드에 삽입하여 수정하였다. 

수행된 모델 검토를 토대로 하여 수소생성에 관련된 TEU, FCMDCH, TAUTO 

인자에 대한 발전소 정전사고시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였다. 

TEU는 노심용융 혼합물의 용융점올 제어하는 변수로 금속-냉각수 반응시 수소 

생성량에 영향을 준다. MAAP4에서 노심혼합물의 용융점올 계산하는 부프로그램은 

사용자 정 의 값을 이 용하는 방식 (TMATRL)과 phase diagram올 통해 자체 적 으로 

계산하는 방식 (TDEBRI) 두 가지가 있는데 IEUTEC를 1로 설정하고 IUSETD를 0 

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온도(TEU)에서 노심혼합물의 용융이 일어난다. 

FCMDCH는 원자로 파손시 원자로 공동으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 중 격납건물을 

직접 가열할 수 있는 용융물의 비를 나타내는 변수로 MAAP4에서는 전형적으로 

10 %까지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AUTO는 점화기의 자동 작동온도를 설정해주는 변수로 격납건물내 

기체온도가 TARTO에 도달하면 대기 중 수소농도비에 관계없이 점화기가 작동되 

어 수소연소가 일어난다. 

민감도 계산 결과 MAAP3에서 수소연소에 영향올 주었던 TAUTO의 경우 

MAAP4에서는 격납건물 모델과 수소생성모벨의 변화로 격납건물 하부의 계산된 

최대 기체온도(대략 850 K 이하)가 점화기 자동 작동온도보다 낮아 점화기 자동작 

동에 의한 수소연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TEU의 경우， MAAP4에서의 기본값은 

2500 K로 설정되어 있다. 이 변수에 대해 2800 K 및 2100 K로 변화시켜 계산한 결 

과， 2500 K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하여 각각 50 %, 31 % 정도의 금속이 산화되는 

비율에 차이가 생겼다. 또한 FCMDCH에 대하여 2 %, 5 %, 8 %로 변화시켜 계산 

한 결과 하부 격실의 첨두 압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첨두 용도에 있어서 5 %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 % 정도의 변화가 있었음올 알 수 있다. (표 6.4 참조) 

TEU 및 FCMDCH의 변수를 MAAP4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화시켜 계산한 결과， 

수소생성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 시나리오에도 영향올 주는 것올 확인하였다. 이는 

변수의 입력값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TEU의 경우 용융물의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에 따라 용융점이 달라지므로 사용 

자가 입력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금속의 비율에 따른 용융점에 대한 정확한 자료 

가 사고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4) 중대사고시 수소 생성 현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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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시 수소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원자로내 · 외에서의 

수소생성 현상， FCI시 수소생성현상 둥에 대해 PBF-SFD 실험， NRU_FLHT 실험， 

ACRR 실 험 , LOFT 실 험 , CORA 실 험 [6-4], PHEBUS 실 험 , ANL 실 험 [6-5] 및 

FITS 실험 등을 검토하였고 주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증기 공급 조건과 관련한 분할 방법에 의하면 Steam-rich ST 실험에서는 대 

부분의 연료 집합체 길이에 대하여 동시에 산화가 일어났다. Steam-starved 

SFD 실험에서는 천이 산화가 연료 집합체의 국부 영역에 제한되었고 2170 K 

에 도달한 했을 때 산화되지 않은 지르칼로이의 비율이 컸으며 이는 이후의 산 

화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나) PBF-SFD 와 NRU-FLHT 실험 자료에서 지르칼로이의 산화는 1700 K 이상 

의 온도에서 일어났음올 보여준다. 

다) PBF-SFD-ST 자료에서 U0 2 연료의 산화는 Steam-rich 조건에서 일어났 

다. 

라) PBF-SFD , DF-4 및 NRU-FLHT 자료는 지 르칼로이 의 용융이 시 작된 후 연 

속적인 수소의 생성이 일어났음올 보여준다. 

마) PBF-SFD , DF-4 및 NRU-FLHT 실험 이후에 수행된 금속 조직학에 의하면 

용융 파편물 지르칼로이의 많은 산화가 일어났음올 알 수 있다. 

바) PBF-SFD 및 NRU-FLHT 실험의 연속된 자료와 금속 조직학적 지식에 의 

하면 연료 집합체의 가열과 용융 발생이 일정하지 않게 일어났음올 알 수 있 

다. 

나. 2차년도 

1) 중대사고관리 방법론 작성에 펼요한 안전목적수목 

울진 3.4호기의 중대사고관리를 위한 필요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목적수목 

을 이용한다. 안전목적수목은 계층적 구조를 띠는 수목으로서 각 계층은 궁극적 안 

전목적， 안전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안전기능， 안전기능올 위협하는 인 

자들， 위협인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물리적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의 발생올 방지하거 

나 완화시키기 위한 사고관리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먼저， 안전목적은 사고관 

리의 세 가지 단계적 목표인 원자로 용기내 샤고관리，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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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관리， 핵분열 생성물의 외부 환경 유출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사고관리 둥에 

기초를 두고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안전목적이 정해졌다. 이 세 가지 안전목적은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 핵분열 

생성물 외부 유출 완화를 위한 안전목적 둥으로 구분되어진다. 각각의 안전목적수 

목[6-6]에 대 한 구조 및 구성 성 분들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수목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수목은 노심을 보호하거나 용융노심을 원자 

로 용기내에 가두어 두기 위한 사고관리전략올 연결시키는 수목으로서， 원자로용기 

보호와 사고의 초기 진압 효과뿐만 아니라 용융노심이 격납건물로 분출되었올 때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큰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사고관리보다 사고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훨씬 용이한 편이다. 원자로용기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 

적은 두 가지 안전기능을 유지시킴으로서 가능하다. 노심손상 이후의 중대사고 중 

지 및 완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심에서 발생된 열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노심냉각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에 관한 안전기능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열제 

거 유지 기능이다. 두 번째 안전기능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올 유지시키는 기능으 

로 재배치된 노심을 원자로용기의 하부에 가두어 두는 기능을 위한 것이다. 

나)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목적수목 

두 번째 안전목적수목은 원자력발전소 최종 방호벽인 격납건물올 유지하기 위한 

안전목적과 관련된 수목이다. 중대사고시에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안 

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목적수목올 작성하여 격납건물 보호를 위한 사고관 

리 전략과 연결시킨다. 격납건물 파손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전기 

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 격납건물 내의 압력올 적절히 조절하여 고압으로 인한 

격납건물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압력조절 유지 안전기능이다. 

둘째， 격납건물 내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고온으로 인한 격납건물 파손이 일어 

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온도조절 유지 안전기능이다. 셋째，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미사일 둥으로부터 격납건물 구조물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구조물 유지 안전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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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분열 생성물 외부유출 완화를 위한 안전목적수목 

핵분열생성물 외부유출 완화를 위한 안전목적수목은 격납용기의 손상이 있을 경 

우， 핵분열 생성물의 격납건물 외부로의 유출올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관리와 관련 

된 수목이다. 핵분열생성물의 외부유출 완화를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안전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격납용기 고립 실패， SGTR , ISLOCA 와 같이 핵분열 

생성물이 격납건물내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격납건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핵분열생성물 확산 조절 기능올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격납건물 대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조절 유지이고， 셋째는 격납건물내의 물 속에 

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에 대한 조절기능올 유지하는 것이다. 

2) 훨수정보표 작생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 수행되었던 내용올 바탕으로 정보파악 방법론의 2단계 

인 필수 정보의 결정을 보다 상세화하였다[6-7]. 

중대사고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필수정보의 결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 안전기능의 상태 감시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인자 조사 

- 안전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현상 확인 

안전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방안 결정과 수행 

유효성 결정에 따른 방안의 수행 감시 

위의 내용들은 안전목적수목과 연관되며 안전목적수목의 가지를 나눔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첫째 최종적인 안전목 

적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기능들의 상태들이 한계치 내에서 적절히 유지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발전소의 안전올 위협하는 징후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임박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위협 현상들을 방 

지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의 유효성과 실행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표 6.2-6.3과 같은 필수정보표를 작성하였 

다. 표 6.2는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 펼수정보표로서 1차측 냉각재 재고량의 부족으 

로 인한 노심 열제거가 충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협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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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정보로는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있으며 안전방안으로 안전주업계통의 작동 

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은 격납건물 파손 방지 필수정보표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소 생성과 그 폭발이 격납건물의 건 

전성에 미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격납건물올 파손시키는 위협인자로 수소 증 

의 가연성 기체의 폭발을 예상할 수 있다. 펼요한 계측기로는 격납건물 온도계와 

압력계 그리고 수소농도감사기가 있다. 국부적인 수소 농도 증가에 이은 수소폭발 

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소점화기가 있다. 필수정보표의 첫 행은 안전기능 

(Safety Function)과 관련된 것으로 허용되는 안전 한계 내에서 어떤 안전 기능들 

이 유지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행은 안전기능에 위협올 줄 수 있는 특수 

한 물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물리적 현상을 확인하는 것에는 지시 Ondicator)와 전조 

(Precursor)가 있는데 지시들은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안전기능에 위협을 주고 

있을 때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반면에 전조정보는 현재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지 모르는 물리적 현상들올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마지막 세 행은 

안전목적올 위한 방안의 선돼 및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다. 필수정보표의 각 열들은 

필수 정보와 직접， 간접 정보인자들인데 직접 정보는 안전목적수목에서 특수한 조 

건들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 수소쩨어를 위한 의사결정수목 

1차년도에 제시한 정보파악 방법론올 바탕으로 의사결정수목 방법올 사용하여 효 

과적인 사고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6-8， 6-9]. 의사결정수목은 의사결정 문 

제의 도시 및 수학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써 구성인자로는 기회노드와 

결정노드가 있으며 그림 6.6 및 6.7과 같이 작성하였다. 기회노드는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가지게 되고 일련의 기회들의 흐름은 최종적인 결과값에 이르게 되고 분석 

자는 그 결과값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최상의 선택올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 

한 방법은 중대사고관리 측면에서 수소제어방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수소점화를 

제어방안으로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정보가 있고 그 역할올 하는 것이 안전목적수 

목인데 궁극적인 안전목적이 있올 때 안전기능올 위협하는 인자가 존재하고 여기서 

는 수소로 설정하였다. 사고시 수동적인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운전원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수소제어관련 설비의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전내의 수소제어 

관련 설비는 점화기와 격납건물 살수계통이 있다. 점화기는 연소를 통한 수소제어 

와 직접 연관되어 있고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경우 격납건물 대기중 수증기의 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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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소연소제어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의사결정수목의 장 

점은 결정구조를 명료하게 나타내 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사결정자에게 각각의 가 

능한 결과， 즉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수소의 연소에 따른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목적수 

목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격납건물에 위협을 주는 인자로는 압력증가가 있으며 이를 위 

한 방안으로 수소점화기를 통한 수소농도 감소가 필요함올 필수정보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수소제어 방안을 참조원전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소제어설 

비를 통한 수소제어방안이 효율적인지를 의사결정수목올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수소제 

어를 위한 의사결정수목의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작성되었으며 계산 결과 분석은 

차기 연도에 수행된다. 

4) 금속-냉각수 반응현상에 대한 모댈 개발 및 검증 계산 

1차년도에 수행된 MAAP4 수소생성모텔 검토 결과 노심용융물-냉각수 반웅 현 

상에 대한 모댈은 Baker와 just가 수행한 실험 결과를 입자의 크기에 대한 실험상 

관식 형태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관식을 사용할 경우， 수소생성에 

업자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도 용융물의 온도 혹은 냉각수의 

온도에 따른 수소 생성량의 변화 퉁 다른 인자에 의한 수소 생성에의 영향을 고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접올 보완하기 위해 선행된 모델들의 검토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심용융물-냉각수 반용시 수소생성모텔올 열 및 물질전달， 산화반 

응현상 등을 고려， 시간에 대한 1차원 천이 방정식으로 수립하여 Baker와 just 실 

험 및 FITS 실험과 비교 계산올 수행하였다. 

수립된 온도 및 질량 전달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ðT 
κp걷E- = ? (k?T ) rj < r < R (3.6.1) 

4πrrak S( T,)C(C Vi (- 6. H) +4πrrk( \lT) =울째jC p뽑 at r = r (3.6.1a) 

-k \lT = hc(TR-Tc)+hRad(TR 4-Tc 4) at r = R (3.6.1b) 

T=Ti=Tr for t = 0, O~r~R (3.6.1c) 

여기서 k 는 용융업자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며 R 은 입자의 반경을 rj 은 미반 

응 금속의 반경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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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 
ê -;v = v(DvC v) rj < r < R (3.6.2) 

- D vCv = k m (Cv.R - Cv.c ) at r = R (3.6.2a) 

C 쁘 -DvCv at r=rj 
dt 

(3.6.2b) 

DvCv=aks(T ,)CfCvj at r=rj (3.6.2c) 

t = 0 , rj = R (3.6.2d) 

여기서 km은 수소-증기혼합체의 물질전달계수 Cf은 금속업자의 농도 ， D는 

산화층에서의 확산계수이며 E은 투과율 ks는 화학반응상수이다. 

검증 계산 결과 단일입자 실혐의 경우 수소생성량 곡선이 무리함수 형태로 증가 

하는 반면 파펀화를 고려할 경우 Premixing 단계에서 수소생성량 곡선이 포물선 

형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파편화로 인한 반용표면적의 증가 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ITS 실험올 계산한 결과 기존의 모델들이 수소생성량 계산에서 100 % 

이상의 오차를 갖는 것에 비해 개발된 모텔올 이용할 경우 실험치와 보다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6.5 참조) 개발된 모텔은 MAAP4 코드의 DBJET 부프 

로그램을 수정하여 노내 및 노외에서 발생하는 금속-냉각수 반웅시의 수소생성량을 

계산하는 데 적용할 것이다. 

다.3차년도 

1)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기준에 대한 검토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지침서 [6-1이에서의 기준은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65 

O"C 0 ,200 "F) 이상일 때로 하였다. 외국의 기준올 살펴보면 CEOG SAMG와 WOG 

SAMG에서도 노섬출구열전대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CEOG SAMG는 482. 

2"C (900"F)를， WOG SAMG는 648.9 "C O ，200"F)를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사고관리지 

침서로 전환 기준으로 삼았다. 노심이 노출되면서부터 피복재 온도는 상숭한다. 피 

복재 온도가 930 "C 가 되면 피복재가 산화 반웅을 일으켜 수소가 발생하기 시작하 

고， 1,530 "C 이상이 되면 산화 반웅이 급격히 일어나며， 산화 반웅은 발열반웅이므 

로 핵반웅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노심의 온도는 급격히 상숭하게 된다. 즉， 피복재 

온도가 1,530 "C 가 될 때까지는 노심 온도 상승률은 약 0.6 - 1.5 "C/초이며，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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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온도가 1,530 .C 이상일 때에는 노심온도 상승률은 약 11.6 "C/초로 온도가 급격 

히 상승한다.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는 피복재 온도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온도 상 

승률은 피복재 온도 상승률과 비슷한 경향올 보이므로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482 .C 에서 650 .C 까지 상승하는 데에는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 

상운전절차서의 목적은 노심을 냉각시키는 것이고， 사고관리지침서의 목적은 방사 

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것올 막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고 진 

행을 비상운전절차서 단계에서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을 늦추 

도록 하였다. 노심 용융이 시작된 후 즉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사고 

경위는 없기 때문에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노심출구열 

전대의 온도 650 .C 를 전환 기준으로 하였다. 

2) 사고관리 방안 명가척도를 통한 수소채어계통의 적용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원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올 고려하여 수소제어계통을 

작동시켜야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에 따라 확 

률론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S 는 사고 시나리오， P 는 사고진행확률， X 는 수소농도를 각각 나타 

낸다. 예를 들어 Sl은 의사결정수목에 있어서 시발점부터 최종 관섬대상인 수소농 

도인 끝점까지의 하나의 경로를 나타내고 Pl은 경로의 확률， 그리고 Xl은 그러한 

경로를 통해 사고가 진행되었올 때의 수소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종적인 수소 

농도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것은 수소농도를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X1드X2~X3~. . . ~XN 

따라서 Sl은 가장 낮은 수소농도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이고 S:-I은 가장 높은 수소 

농도를 보여주는 시나리오다. 축적확률을 포함하는 사고 시나리오는 표 6.6와 같다. 

표와 같이 하여 구해진 농도에 따른 축적확률은 그림 6.1과 같은데 이 때의 확률은 

실제 계산 값올 그대로 표시한 것이고 이 분포로부터 Gaussian Fitting을 통해 확 

률밀도함수를 구한다음 1-CDF의 그래프를 얻게된다. 이를 통해 수소점화기를 작동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함께 그려보면 1.2%의 수소농도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소제어설비를 가동함에 따라 즉 의사결정올 함에 따라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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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의 수소농도가 어느 정도 감소 또는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3) 수소제어설비를 가동함에 따른 격납건물 과손 위험도 벼교명가 

참조원전인 울진 3.4 호기에는 수소생성원으로 판단되는 곳에 총 18개의 점화기 

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MAAP4 계산올 수행해본 결과 모든 비상노심주업계 

통이 작동하지 않고 안전주입수만 고려할 때 Zr 산화율은 68% 정도였다. 어떠한 

격실에서도 10%가 넘지 않았으며 수소점화기가 6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한 

하부격실에서 국부수소농도가 0.52% 감소됨올 확인하였다. 점화기를 통한 의도적인 

연소는 격납건물 수소 농도를 가장 빨리 감소시킬 수 있다. 수소 연소시간은 15초 

이하로 지속된다. 그러나 일단 연소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지르칼로이-물 반응이 없 

는 한 짧은 기간 동안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소로 

인한 온도와 압력의 순간적인 증가는 격납건물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압력에 따른 

격납건물 누설과 파손의 확률은 그림 6.2와 같으며 수소점화기에 의한 압력상승은 

그림 6.3에서 볼 수 있듯이 파손 압력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격납건물 자체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4) 개발된 금속-냉각수 반웅모탤올 이용한 MAAP4 계산 

개발된 금속-냉각수 반웅시의 모렐올 이용한 MAAP 적용 계산올 수행하였다. 

MAAP 코드의 DBJET 서 브루틴 중 산화량올 결 정 하는 부분인 Baker와 Just의 실 

험 다항 곡선 부분을 개발된 모델의 산화를 다루는 부분으로 수정하여 참조원전인 

울진 3 .4호기의 입력 파일을 사용， 초기 사고 시나리오 SBLOCA에 대한 중대사 

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수소 생성량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산화 모댈에 

비하여 적은 양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르칼로이 둥의 산화 가능 

금속의 양적 변화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에 변화가 있음올 확인하였다. 

5) GASFLOW 코드 모댈 검토[6-11] 및 3차훤 계산 

기 수행된 서울대 소격실 실험올 살펴보면 소격실에 방해물올 설치하고 주입구를 

통해 수소를 주입했을 때 소격실 각 부분의 수소농도가 포화농도에 이르기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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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계측됨을 알 수 있다. 현재 발전소에서의 수소농도 분석은 이러한 국부적인 

농도의 차이는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원전 cavity에 점화기를 

설치할 경우 cavity 내부의 구조에 따른 3차원 수소거동 분석을 통해야만 적절한 

위치에 점화기를 설치할 수 있올 것이다. 국부적인 수소농도의 집중 현상은 폭염 

및 폭발 위험으로 격납건물 및 안전관련설비의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GASFLOW 코드를 이용한 3 

차원 소격실 수소농도 분석올 위한 작업올 수행하였다. GASFLOW 코드의 모델 검 

토를 수행하였으며 코드의 설치를 위한 작업올 수행하였으나 GASFLOW 코드의 

경우 국내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설치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코드의 설치 및 테스 

트 계산을 4차년도에 이어서 수행하였다. 

6) PAR 관련 현황 및 기폰 표드 내 모탤 검토 

PAR와 점화계통 혼용시 사고관리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각 수소제어기에 대 

한 장단점 및 설치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PAR 관련하여 기존 코드의 모델을 검토 

하였다. 연구의 관심이 되고 있는 PAR[6-12, 6-13] 및 백열플러그형 점화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능상의 특징을 중점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AR의 경우 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PAR의 재결합올은 크고 혼합 기체내의 수증 

기가 존재하더라도 재결합율은 전혀 영향올 받지 않는다. 격납건물이 건조(dry) 상 

태를 유지할 경우， 수소 최소연소가능한계(약 5 % 이상)보다 낮은 농도(2-3 %)에 

서 수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격납건물이 wet 상태일 경우， 재결합에 의한 발열열이 

촉매제 표면의 물방울을 증발시키기 전까지는 작동지연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방수 

코팅을 사용하여 초기 wetting올 방지하고 있어 작동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촉매제의 소멸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aging 문제는 없다. 하지만 촉매제 표변에 

오염물질{iodine ， 액체 방울， 에어로졸， 검탱 둥)이 부착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 

검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백열플러그형 점화기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매우 단단하며 작동수명 또한 매우 길 

어 발전소 수명동안 보장되고 성능 면에서도 수소농도가 5-8 %일 때 점화가 가능 

하고 최소수소가연한계 근처에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살수계통 작동은 차 

폐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화 및 연소 능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5-8 

%의 낮은 수소농도에서 살수계통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난류가 형성되어 수소를 완 

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40 % 정도의 수증기농도는 수소점화에 영향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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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55 % 이상에서는 점화가 불가능하다. 산소가 충분한 경우 10-12 %의 수소 

농도에서는 완전연소가 가능하지만 점화기 표면온도가 GM 점화기의 경우 700-800 

'c (Tayco 점화기는 520 'c 근처)에 도달해야 작동이 가능하며 대기 속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표면 온도가 필요하다. 또한 distribution panel, 전 

선， 작동설비 둥의 전원공급계통이 필요하며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 

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수소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스파크 점화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설치개수가 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고온에 견디 

는 저항선이 필요하고 격납건물 관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고해석 코드에는 아직 PAR에 대한 모텔이 삽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 

표적으로 PAR 모델올 포함하고 있는 GASFLOW 코드에 대한 PAR 모델올 검토하 

였다. GASFLOW 코드의 경우 NIS와 Siemens PAR에 대한 모델올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모델은 주로 실험 결과를 통한 상관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라.4차년도 

1) 노섬출구온도를 통한 중대사고 인지 

파단 면적에 따른 LOCA사고에 대하여 노심노출은 안전주입수가 주입되기 이전 

에 노심이 노출되는 경우와 주입된 이후에 노심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BLOCA의 경우 일정 파단면적 까지는 노심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압력이 천 

천히 감소하여 노섬노출올 막올 수 없었으며 0.128 fe 부터는 노심노출 이전에 안 

전주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심노출올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었다. 한국표준원전 중 

대사고지침서에서 중대사고 주제어실 지침서의 수행 기준은 노심출구 열전대의 대 

표온도가 650 'c (1,202 'F) 이상이고 상숭하고 있는 경우인데 계산결과를 보면 

SBLOCA와 MBLOCA의 경우 노심출구온도가 650 "c 이후 평균 1 ，000초 후에 노심 

의 최대온도가 2,227 'c 에 이르는 것올 볼 수 있고 LBLCOA의 경우에는 500초 후 

에 노심의 최대온도가 2,227 'c 에 이름올 알 수 있다. 노심출구열전대를 통한 노심 

출구온도 측정값은 노심의 손상 상태를 유추하여 중대사고 지침올 수행하는데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6.4는 LOCA사고(파단면적: 0.02fe, 0.5ft2 1.7ft2) 후 노섬 노출 시점 tuncovery부 

터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 기준값(650 'c )tCET에 이르는 시간과 피복재가 파손되는 
시점 trupture까지의 시간 경과를 보여준다. 파단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노심출구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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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온도 기준값으로부터 노심용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노심노출부터 전환시점 

까지의 온도상승률에 비해 크므로 상대적인 대처시간이 증가하나 파단 면적이 커질 

수록 전환시점부터 피복재가 파손되고 노심이 용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므 

로 운전원의 대처가 보다 신속해져야함올 알 수 있다. 

2) PAR와 점화기 혼용시의 의사결정수목과 수소농도 

3차년도에 이어 PAR 모텔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기존 코드의 경우 PAR 모 

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재 이를 추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PAR 모델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모텔 검토 결과 현재 상용코드에 

사용되고 있는 모델(GASFLOW. MAAP)은 대부분이 실험올 통한 상관식 형태로 

파악되었으며 해석적 모델의 경우 몇몇 모텔 (Tahara[6-14]， Rohde 둥)이 있었으나 

현재 코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검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수목에 따른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농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그림 6.5 -6.7과 같은 의사결정수목올 작성하였다. PAR는 피동계통이므 

로 별도의 전원이 없는 관계로 사고시 주위의 수소와 산소농도가 일정 수준이 되면 

저절로 반응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전원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수 

소 제어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확인올 위해 결정노드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PAR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MAAP4 코드를 이용하였으며 MAAP4 코드에 사용된 

PAR 모텔은 2절에서 설명한 EPRI NIS 모댈올 포함하고 있다. PAR의 용량은 

EPRI 모델의 식에서 수소농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난다. 발전소에 PAR 21 개가 설 

치되었을 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6.8은 사고관리방안 평가척도에 의한 방법으 

로 의사결정 각 시나리오 대한 축적확률과 수소농도를 보여준다. PAR만을 사용한 

경우의 시나리오는 Sl-S6에 해당하고， 점화기만올 사용한 시나리오는 S7-S12에 

해당하며 그리고 혼용한 경우의 시나리오는 S13-S24에 해당한다. 각 경우에 대한 

최종적인 수소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들올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 가장 높은 수 

소농도의 경우에 대한 확률로부터 각각의 축적확률올 표시한 것이다. 수소점화기와 

PAR를 혼용한 경우는 PAR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약간의 수소농도만올 감소시 

켜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PAR의 작동시점이 늦다는 점올 감안하면 사고후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모이는 수소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소점화기를 

혼용하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올 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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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수행된 질험에 대한 GASFLOW 코드 계산 

3차년도에 이어 GASFLOW 코드의 테스트 계산 후 서울대에서 수행된 사각형 

실험에 대한 코드 계산올 수행하였다. 그림 6.9는 실험 및 계산 결과를 도시한 것이 

다. 그림 6.9에서 계산 결과는 실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GASFLOW 코드 

를 국내에서 적용한 경험이 전무한 실정올 고려하면 코드에 대한 경계， 초기 조건 

등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실험 결과와의 차이 

는 나타내었으나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 역시 소격실 내의 각 부분에서 

수소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올 알 수 있다. 이는 국부적인 수소농도의 집중 현상이 

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차원 수소농도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참조원전의 Lumped 코드 계산 결과 수소농도가 규제 요건올 넘는 격실 또는 국 

부적인 수소연소에 의해 중요한 공학적 안전셜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격실에 

대한 GASFLOW 코드를 이용한 3차원 수소농도해석올 수행하는 것은 현재까지 국 

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의 GASFLOW 코드의 경 

우 완전한 설치가 되지 않으며 매뉴얼 상의 내용과 설치된 코드의 버전， 그리고 예 

제 계산올 위한 입력값 둥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GASFLOW 코드는 HP 버전으로 개조된 코드이며 사용자 매뉴얼은 HP 및 SUN 

기종 혼용으로 설명되어 있고 테스트 계산올 위한 예제는 모두 SUN 환경에 맞추 

어져 있어 코드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국내에 소개된 매뉴얼만을 이용하여 

정확한 입력값올 작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테스트 계산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입 

력 값을 마련해 야 하는 어 려 움이 있으며 계산 cell 및 cell blocket올 구성 할 때 정 보 

가 부족하고 매뉴얼대로 수행하였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의 

GASFLOW 코드로는 그래픽 설정 자체를 할 수 없었으며 이 외에도 경계조건 및 

공학적 기기의 설치， 계산 결과를 얻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기수행된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서울대 실험장치에 대한 GASFLOW 코 

드를 이용한 3차원 수소농도해석이 국내에서 유일한 GASFLOW 코드를 이용한 해 

석 결과임올 고려할 때 GASFLOW 코드에 대한 해석 경험을 쌓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3. 중대사고 언지방법론 및 수소 체어 방법론 

본 연구를 통해 중대사고 인지방법론을 작성하고 의사결정수목올 통한 수소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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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국내 참조원전에 적용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정보파악 방법론 

정보파악 방법론 1단계는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LOCA) ， 증기발생기 세관 파열 

사고(SGTR)， 발전소 정전사고(SBO) 둥 대상 발전소의 주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보파악방법론의 2단계는 중대사고 진행 전반에 걸쳐 발전소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중대사고관리 방안 수행을 위해 안전목적수목과 필수정보표 

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보파악 방법론 3단계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존 계측기들올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대사고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계측기의 역량에 영향올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파악되어야 한다. 정 

보파악 방법론 4단계는 중대사고시 원전상태분석으로 3단계에서 파악된 계측기들의 

측정 능력과 비교하기 위하여 중대사고시에 원전 주요 부위의 물리적 변수들이나 

환경 등을 해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파악 방법론 5단계는 3단계， 4단계에서 

수립한 결과틀올 바탕으로 중대사고시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계측기 

가용도 평가시에는 계측기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조건과 계측기의 사용환경에 대한 

자격조건이 초과되는 지， 계측범위를 초과하는지， 계측기 보조시스템의 고장 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요중대사고 경위 파악 

격납건물 수소제어 관점에서 LB, MB , SB LOCA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파단부위는 

저온관으로 설정하였고 MAAP4 계산올 수행해본 결과 모든 비상노심주입계통이 

작동하지 않고 안전주입수만 고려할 때 Zr 산화율은 68% 정도였다. 어떠한 격실에 

서도 10%가 넘지 않았다. 

- 계측기 가용도 평가 

3단계， 4단계에서 수립한 결과들올 바탕으로 중대사고시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 

하였는데 MAAP4코드 결과를 통해 분석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대하여 한정하여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하였다. SBLOCA 경우 압력용기의 파손시 

점 압력이 0.397 MPa이고 압력용기 파손시까지 최대 압력이 MBLOCA는 0.332 

MPa 이며 LBLOCA는 0.288임을 감안할 때 초과영역의 압력계로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압력용기의 파손까지 격납건물 최대온도를 살펴보면 SBLOC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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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0 .C MBLOCA와 LBLOCA는 각각 176 "C, 166 .C 임올 볼 때 측정범위가 0 

- 200 .C 인 격납건물의 온도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함올 알 수 있다. 노심이 노출 

된후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가 사고지침서의 기준인 650 .C 가 될 때까지는 초당 

0.006 .C 정도의 온도상승올 보여주고 있으므로 격납건물 온도계로서는 민감한 원전 

상태분석올 할 수 없다. 그러나 중대사고시 노심용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용융되어 하반구에 재배치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고 그에 따른 사고의 진행정도도 매우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대사고코드 

해석결과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모텔랭에 따라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위한 계측기가 필요하다. 

- 의사결정수목에 따른 수소제어전략 수행 결과 

수소점화기가 6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한 하부격실에서 국부수소농도가 

0.52%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PAR가 중대사고 환경에서도 성능저하가 없이 제대로 
작동한 경우에는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가 3 %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6.8은 사고관리방안 평가척도(표 6.6)에 의한 방법으로 의사결정 각 시나리 

오 대한 축적확률과 수소농도를 보여준다. 우선 PAR만 사용한 경우의 의사결정수 

목은 그림 6.6과 같으며 6가지의 시나리오 즉 S1-S6에 따른 최종값인 수소농도가 

정해진다. 물론 각각의 시나라오에 대한 확률값도 동시에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진 

6가지의 확률과 수소농도 자료를 가지고 평가척도표처럽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수소농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로 축적확률을 구하여 표시하면 그림 6.8과 같은 

곡선을 얻게된다. 같은 방법으로 점화기만올 고려한 시나리오와 PAR와 점화기를 

혼용한 시나리오는 각각 S7-S12. S13-S247r 되고 그림 6.7. 6.8과 같은 의사결정 

수목이 된다. 수소점화기와 PAR를 혼용한 경우는 PAR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약 

간의 수소농도만을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PAR의 작동시점이 늦다 

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후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모이는 수소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소점화기를 혼용하는 것이 안전성올 확보하는데 도움올 준다고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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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노심손상에 대한 내부유발사건의 기여도 

Core Ðamage Frequency 
Initiating Events error 

mean (/Ry) 
factor 

% of total 

l. Large LOCA l.05E-06 7.3 12.7 

2. Medium LOCA 6.33E-07 5.4 7.7 

3. Small LOCA l.86E-06 9.2 22.5 

4.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1.14E-06 9.5 13.8 

5. Vessel Rupture 2.66E-07 10.0 3.2 

6. Interfacing System LOCA l.77E-09 169.0 0.1 

7. General Transients 3.59E-07 5.5 4.4 

8. Loss of Feedwater 1.14E-06 9.3 13.8 

9. Loss of Condenser Vacuum 2.53E-08 7.1 0.3 

10. Loss of a 4.16kV AC Bus 5.48E-08 5.7 0.1 

1l. Loss of a 125V DC Bus 3.17E-07 4.3 3.8 

12. Loss of Off-site Power 3.97E-07 8.6 4.8 

13. Station Blackout 4.80E-07 13.5 5.8 

14. Large Secondary Side Break l.46E-07 12.2 l.7 

15. Anticipated Transient w/o Scram 3.15E-07 6.3 3.8 

16. LOCCW 1.25E-07 4.2 l.5 

Total 8.25E-06 2.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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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원자로용기 손상 방지 필수 정보표[3-4] 

필요 갱보 
칙접적언 간첩적인 

가용한 캘효zl 
컬복휠 컬복웅i 

노심 열 제거 없음 없음 

안전 기능 
핵연료 없음 

(노심 
온도 

열제거 노심출구온도 노섬출구 열전대 
유지) 

추이 

원자로용기 수위 RVLMS 
좌좌 

없음 
일차냉각계통 재고 없음 

가압기 수위계 
~ 가압기 재고량 

상태 원자로 용기 재고량 
RVLMS 

물리적 현상 노심출구온도 

(불충분한 
노심출구열전대 

일차냉각계통 격납건물 sump 재 격납건물 sump 수위 
격납건불 sump 

재고량) 고량(증가) 
수위계 

죄족 

낮은 임차냉각계통 
일차냉각계통 압력 가압기 압력계 

압력 
급수 유량 주업 유량계 

주입 유량 
션택기준 

일차냉각계통 압력 

추이 일차냉각계통 압력 가압기 압력계 

없읍 없음 

가압기 재고량 가압기 수위계 

일차냉각계통 재고 원자로용기 재고량 RVLMS 

량 일차냉각계통 주입탱 탱크 수위계 

(추이) 크 재고량 

격납건물 sump 재고 Sump 수위계 
방안 주입수 가용성 량 

(일차냉각계통 

주입 방법) 밤안 zl옳 
주입펌프 유량 지시계 

(HPSVL,PSD 주입펌프 유량 펌프 출구 압력 

펌프 모터 상태 

밤안 효흩성 
일차냉각계통 재고량 

추이 
없음 없옴 

가압기 재고량 가압기 수위계 

원자로용기 재고량 RV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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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격납건물 손상 방지 필수 정보표[3-4] 

필요 경보 
직접적인 간접척인 

가용한 캘효zl 
경복월 효복월 

안전 기능 
격납건불 압력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계 

(압력조절 
조절 

유지) 

좌스l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계 

추이 

격납건불 대기 격납건물 격납건물 온도계 

물리적 현상 온도 추이 대기 온도 

(가연성 

기체폭발) 죄족 

수소농도 격납건물 수소 수소감시 계통 

(증가) 농도 

노심 손상 없음 없음 

노심출구온도 노심출구 열전대 

선택기준 

수소농도 격납건물 수소 수소감시계통 

농도 

격납건물 추이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계 

방안 
밖얀 가동 

(점화기/재결 

합기) 
수소점화기/재결하 수소점화설비 상태 지시계 

기 상태 

밤안 효율성 
T~ 人-뇨 。; 그 ç二 격납건물 수소 수소감시계통 

농도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 압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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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MAAP4 민감도 분석 결과 

TEU 

변수값 IEUTED=O 2100 2500 2800 

Fraction Zr Rated 52.80 77.45 41.08 
(%) 

54.11 
(-31.08 %) (0 %) (-49.96 %) 

Hz Generated in 435.8 637.3 337.6 

Vessel (kg) 
μ4.9 

(-31.62 %) (0 %) (-47.03 %) 
Hot Leg Creep 

No Yes No No 
Rupture 

FCMDCH 

변수값 0.0 0.02 0.05 0.08 

Lower Comp. 
1.02717 1.02794 1.03102 1.03452 

Pe와‘ 

Pressure(MPa) 
(-0.373 %) (-0.299 %) (0 %) (0.339 %) 

Lower Comp. 
500.2 506.2 658.9 815.9 

Pe와‘ 
(-24.09 %) (-23.17 %) (0 %) (23.83%) 

Temperature(K) 

표 6.5 실험 및 다른 모델과의 계산결과 비교(Premixing+Stratification) 

Mass of Hydrogen Generated 

Test Calculation(gm) 

Measurement(gm) 

Premixing S tratification 

4.9728 90.9752 

FITS 2D 91 0.09)* 038.2)* 

(0.18)** (83)** 

Note) * The Calculated results of Lee and Park 

** The Calculated results of Corradin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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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축적확률을 포함하는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 

시나라오 확률 수소농도 축적확률 

Sl Pl Xl CPl=P2+Pl 

S2 P2 X2 CP2=P3+P2 
. . 

. . . 

. . . 
Si Pi Xi CPi=Pi+l+Pi 

. . . 
. . . . 
. . . 

SN-l PN-l XN-l CPN-l = PN+ PN-l 

SN PN XN CPN=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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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본 연구는 국내 원전 사고 대처 방안 중의 하나로서 수소 제어 관련 지침서와 규 

제 요건 개발에 필요한 공학적 기초 자료 생산을 최종 목료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해 1)정보파악 방법론에 의거한 중대사고 인지방법론 및 필수 정보표 작성， 2)수소 

발생 사고에 대한 수소제어 의사결정수목 작성 및 정량적 분석올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당해 연도에는 LOCA사고 후 사고 진행에 따른 발전소 내부의 물리적 변수들을 

코드 계산올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파단 면적에 따라 노심 노출 시간과 중대 

사고지침서의 전환기준 온도에 이르렀을 때의 계통의 압력과 노섬 상태 둥올 살펴 

보았으며， 안전 주입 계통이 작동하지 않았올 때 노심용융에 이르는 시간 경과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원자로 압력 용기 내부에서의 사고 진행과 그에 따 

른 완화를 위한 필수정보표를 작성하였고， 일차 계통 외부의 격납건물에 대해서는 

생성된 수소와 관련하여 필수정보표를 작성하였다. 종합하면 여러 가지 사고 시나 

리오 중에서 LOCA를 가정하였으며 MAAP코드 계산결과를 통해 원전의 상태， 즉， 

물리적 변수를 확인하여 설치된 계측기의 가용도를 살펴보았고 계측기의 범위를 벗 

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코드의 계산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 

심노출 시간으로부터 중대사고지침서의 전환기준점인 노섬출구온도가 650"C가 될 

때까지의 시간경과 그리고 그 이후 노섬용융에 이르는 시간경과를 살펴보았다. 민 

감도 분석차원에서 파단면적을 달리하여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 LOCA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단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노심이 노출되고 중대사고전환 시 

점까지의 시간이 이 때부터 노심용융에 이르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으나 

파단면적이 커질수록 전환시점부터 노심용융에 이르는 시간이 더 짧아지므로 운전 

원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올 알 수 있다. LOCA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의 

물리적 변수들은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소제어의 업력자료로 사용되고 수소 

생성과 제어에 대한 민감도 계산과 정량적인 결과를 얻었다. 

중대사고시 수소거동과 관련하여 GASFLOW 코드를 이용한 3차원 소격실 수소 

농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및 계산 결과를 살펴볼 때 국부적 수소농도 해 

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올 제시하였으며 PAR와 점화계통 혼용시의 사고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대사고시 PAR의 작동 효과 및 효율적인 사고관리시의 PAR와 

점화기의 혼용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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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당해 연도 명구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중대사고시 수소거 

동에 대한 해석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수소생성량 예측능력과 코드 계 

산 수행능력도 향상되어 국내 원전에 대하여 수소 제어 대책 확보 및 중대사고해석 

코드의 검증 및 보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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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수소 생성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FCI와 MCCI를 들 수 있 

는데 발전소 특정 격실에서 생성되는 수소의 생성량과 거동올 해석하는데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인자로 인해 어려움이 많음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체적대비 일정 

농도가 되면 폭발로 언해 발전소에 위협올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수소 

를 제어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줄이고자 수소연소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SNL의 

FITS , VGES , FLAME 실험들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어설비의 하나인 수소점 

화기 실험과 관련해서는 Pisa대학교의 실험도 있었다. 그러나 수소 거동을 파악하 

고 제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의 결과를 

그대로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지침서의 자료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번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하거나 설계하는 표준원전에 대한 안전지침으 

로 활용할 수 있고 중대사고시 발생되는 수소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한 안전성 

규제 지침 마련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확률론적 안전 

성평가와 발전소별 안전성검토와 같은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올 제시해 

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존에 이루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대 

사고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서가 마련되는데 이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초기 발생가능성을 줄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를 즉각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발전소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결국 사고 발생가능성의 감소와 피해의 최소화는 발전소의 안전성올 제고시켜 일반 

인들이 원자력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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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행 완화에 필요한 제반 계측기들의 중대사고시 가용도 평가， 
4) 수소 제어 요건 수립에 필요한 수소 생성 모텔 검토 및 수소 
생성 현상 연구를 세부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수소거동 현상과 
관련하여 개발된 노심용융물 냉각수 반응현상 모델올 MAAP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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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최적 계산의 가능성올 제시하고， 3차원 코드인 GAS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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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수목과 접목하여 PAR와 
점화기 혼용 시 사고관리 평가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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