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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하나로 반사체의 수직공 안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약 22 K의 감속재로 감속시켜 0.1~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를 생산한다.  냉중성자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감속재로서 헬륨냉동기에서 

공급되는 극저온의 헬륨가스와의 열교환에 의해 액화된 액체수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냉중성자원이 원자로 반사체 탱크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소-산소 화학반응의 영향으로 원자로에 어떠한 물리적인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감속재 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수조내기기 외곽경계인 진공용기는 어떠한 경로로 인해 

수소-산소 화학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진공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 그 물리적인 영향이 

반사체 외벽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냉중성자원 설비 내에 수소가 존재하는 

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계통들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불활성가스인 질소 및 

헬륨가스로 충전된 블랭킷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배관상에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계통 내로의 공기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설계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소계통 및 진공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수립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와 수소와의 화학반응에 의해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가 설계개념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수소를 취급하는 시설사례, 기존에 발생한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한 사고사례 및 수립된 가상의 사고시나리오에 따라 수소-산소 

화학반응을 평가하여 기술하였다.  냉중성자원의 압력경계인 진공용기의 구조해석 결과와 

냉중성자원 계통들의 설계개념은 물론 설계기준사고인 수소-산소 화학 반응과 헬륨냉동기 

고장을 초기사건으로 선정하여 수행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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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설치된 냉중성자원 연구기반 시설은 중성자의 

독특한 산란특성으로 인하여 4~20Å 파장범위로 분석 가능한 나노 영역의 물질구조 연구, 

및 meV 영역의 저에너지 동역학연구를 위한 시설이다.   

하나로 반사체의 수직공 안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약 22 K의 감속재로 감속시켜 0.1~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를 생산한다.   

냉중성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계통은 감속재인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수소계통, 

극저온인 액체수소 층을 감속재용기 내에 유지하기 위한 진공계통, 수소계통 및 진공계통에 

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블랭킷계통, 극저온의 액체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헬륨냉동계통, 그리고 이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계측제어 계통 등으로 구분된다.  

냉중성자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감속재로서 헬륨냉동기에서 공급되는 극저온의 

헬륨가스와의 열교환에 의해 액화된 액체수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냉중성자원이 원자로 

반사체 탱크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소-산소 화학반응의 

영향으로 원자로에 어떠한 물리적인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감속재 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수조내기기 외곽경계인 진공용기는 어떠한 경로로 인해 

수소-산소 화학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진공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 그 물리적인 영향이 

반사체 외벽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냉중성자원 설비 내에 수소가 존재하는 

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계통들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불활성가스인 질소 및 

헬륨가스 충진된 블랭킷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배관상에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계통 내로의 공기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설계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소계통 및 진공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수립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와 수소와의 화학반응에 의해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가 설계개념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수소를 취급하는 시설사례, 기존에 발생한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한 사고사례 및 수립된 가상의 사고시나리오에 따라 수소-산소 화학반응을 

평가하여 기술하였다.  냉중성자원의 압력경계인 진공용기의 구조해석 결과와 냉중성자원 

계통들의 설계개념은 물론 설계기준사고인 수소-산소 화학 반응과 헬륨냉동기 고장을 

초기사건으로 선정하여 수행한 사고해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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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취급 관련법  

    

가스법령은 크게 고압가스관련, 액화석유가스관련, 도시가스관련으로 나뉜다. 

고압가스를 제외한 다른 두 가지 법령들은 LPG와 LNG의 특정 가스에 관련되며, 그 외의 

다른 종류의 가스들은 고압가스관련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에 따라 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가연성가스로 분류되어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용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1 MPa 이상 되는 압축가스”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는 고압가스로 분류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냉중성자원은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제7항 원자력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에 해당된다. 즉 원자력시설 등과 같이 타 법규를 적용 받는 시설에 부속된 

압축가스설비는 해당시설의 법규를 따르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로 

냉중성자원 시설에 속하는 감속재 및 수소가스계통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따르지 않고 

원자력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시행령 제 2 조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시행령 제 20 조에 의하여 사용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완공한 때에는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액화가스 ≤ 5 톤, 압축가스 ≤ 500m3) 이상일 경우는 시행령 제 3 조 2 항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로 냉중성자원의 경우 감속재 및 수소가스의 압력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는 기준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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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 취급 관련 시설 사례 

3.1 국내 시설 사례: 월성 원전 TRF (Tritium Removal Facility) 
 

가압 중수로형 (PHWR)인 월성 원자로는 원자로 냉각재와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삼중수소가 발생하며, 가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통 내 삼중수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삼중수소는 대부분 중수 중 중수소와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헬륨으로 붕괴되면서 베타선을 방출한다.  이 베타선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체외 방사선 쪼임의 영향은 미미하나 체내에 흡입되면 체내 방사선 쪼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성 원전에서는 많은 안전설비 및 다중 감시 장치를 통하여 삼중수소를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기간이 경과하여 계통 내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면 종사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월성 2, 3, 4호기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삼중수소 저감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요구하였다 [1].  

삼중수소 제거 설비 (TRF)는 중수로 원전의 방사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TRF는 프랑스 Grenoble에 위치한 Laue-Paul 

Lanevin 연구소의 연구로에 설치되었으며,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된 삼중수소를 

처리하는 설비는 캐나다 Darlington 원전의 TRF가 최초이다.  캐나다 Ontario Power 

Generation (OPG)사는 자사 소유의 중수로 원전에서 감속재 삼중수소 농도를 10 Ci/kg 

이하로 유지하고자 TRF를 건설하였다.  Darlington TRF는 시간당 중수 360 kg을 처리하여 

유입 중수 중 삼중수소를 97 %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월성 원전 TRF는 운전 편의성과 건물 시공성을 고려하여 월성 2호기와 3호기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된다.  설치부지는 34 m X 33 m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지상 

높이 25 m에 연건평 4,130 m2의 규모로 지어진다.  건물 내부는 3개의 구역, 즉 서비스 

구역, 운전 구역, 공정(기기)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수소를 함유한 공정 구역의 대기가 

청정구역대기와 혼합되는 것을 원천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시 수소 확산에 의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중수처리용량은 시간당 100 kg으로 원성 4개 호기의 중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삼중수소 제거효율은 97 %이다.   

월성 원전 TRF의 주공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중수로부터 삼중수소와 중수를 분리하는 삼중수소 분리공정-액상촉매교환공정 

(LPEC 공정)이고, 2단계는 분리된 삼중수소/중수소 혼합기체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분리하여 순순한 삼중수소를 농축시키는 삼중수소 농축공정-초저온증류공정계통 (CD 

공정)이며, 3단계는 농축된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장기 저장하는 삼중수소 취급 및 저장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초저온증류탑 하부에서 생산된 고순도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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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이상)는 티타늄 스폰지에 수소화물 형태로 고정화시켜 안전하게 보관한다.  삼중수소 

저장용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으며, 용기 한 개당 약 500 kCi의 삼중수소를 저장 

할 수 있다.  

월성 원전 TRF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감속재의 삼중수소농도는 최대 약 75 

Ci/kg에서 10 Ci/kg 이내로, 냉각재 계통의 삼중수소 농도는 약 2 Ci/kg에서 1 Ci/kg 이내로 

각각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량은 현재보다 약 80 % 이상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사자들의 방사선 쪼임량도 기존의 약 50 % 정도로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월성 원전의 수명연장 및 폐로시에도 다량의 

중수 중의 삼중수소를 제거함으로써 고방사성의 폐기물을 저감시키는 동시에 고가의 중수와 

삼중수소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3.2 해외 냉중성자원 시설 사례 
 

냉중성자원 시설이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20 K 의 액체수소 또는 

중수소로 감속시켜 0.1 ~ 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열중성자 중심의 연구시대에서 1990년 이후 냉중성자 이용이 강조되는 시대로 

확대·발전되어 감에 따라 현재는 냉중성자가 전체 중성자 이용 연구의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냉중성자를 이용한 물성연구가 시작되어 

프랑스의 Saclay, 유럽 공동의 ILL, 러시아의 PNPI, 독일의 FRM-II, 덴마크 RISO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  미주에서는 1980년 말 NIST에 냉중성자원을 설치하여 

중성자 빔 연구 활성화 시대를 열었고, ORNL에서는 강력한 냉중성자원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냉중성자 연구의 선두주자로서 한 발 앞서 가고 있다.  1986년 

Kyoto 대학에 처음으로 냉중성자 시설을 본격적으로 냉중성자 이용연구를 시작하였다. 중국 

CIAE는 새로운 연구로 건설과 함께 냉중성자 시설 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호주 

ANSTO는 새로운 연구로 OPAL의 정상운전을 2006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2].  

 

 NBSR (미국, NIST)  

냉중성자속을 향상하기 위해 1994년에 중수(D2O) ice를 사용하던 기존 냉중성자원 

시설을 액체수소를 사용하는 냉중성자원 설비로 개조하였다. 2상 유동 특성을 갖는 

기체상태 수소가 연결 배관을 통하여 약 2 미터 위에 위치하고 있는 콘덴서로 올라가 헬륨 

냉매에 의하여 액화되어 가운데 관을 통하여 감속재 용기로 돌아오는 열사이펀 순환 형식을 

채택한 설비이다.   

냉중성자원 설비 내에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부주의한 산소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를 저장하는 버퍼탱크 및 수소 루프는 누출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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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수소를 충진 한 후 완전 밀폐된다.  또한 냉중성자원 설비 운전 중에 사고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소 라인은 생물학적 차폐는 물론 heavy steel 차폐체로 둘러싸여 

있다.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헬륨가스 

블랭킷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외부 공기의 내부 시스템으로의 침투 및 수소와의 화학적 

반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의 조절 

변수는 기상에서의 수소 압력뿐이고 이는 평형에서 냉중성자원내의 수소의 온도를 나타낸다.  

즉 전체 시스템은 운전 절차상의 문제 또는 시스템의 고장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단순하며 passive safety 특성을 갖게 설계하였다.  만약 설비의 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계통 내에서 수소가스의 완전 제거는 금속수소화물 (metal hydride)에 수소가스를 

흡착시킴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3].  

 

 FRM-II (독일) 

FRM-II 연구로는 최근 정상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운전 조건 150 kPa, 25 K에서 2상인 

중수소는 열전달 매체로서 감속재 용기에서 열교환기로 열을 전달함으로써 열사이펀 

순환방식으로 냉중성자원 설비는 구동된다.  

FRM-II는 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에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수소와 산소의 

잠재적인 혼합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수소와 공기 폭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수소 순환계통 및 저장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되며,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 이중 

격벽 구조의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 내에 위치한다. 또한 중수소는 방사성의 삼중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삼중수소를 내포한 중수소는 배출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기체 상태인 경우엔 금속수소화물에 저장하므로 수년 동안의 운전 후에는 재처리 공장에서 

방사화된 금속수소화물을 재처리 해야 한다 [4].  

 

 JRR-3M (일본, JAERI) 

1979년에 JRR-3M에 냉중성자원 설비 및 유도관을 설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1990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다.  냉중성자원으로 액체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냉중성자 생산을 위해 2상의 액체 수소는 저온의 헬륨 기체에 의해 

냉각되며 감속재 용기와 열교환기 사이를 순환하는 열사이펀 방식으로 작동한다.  

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수소는 이중 격벽 구조의 진공 

블랭킷 되어 있으며, 수소 저장조는 원자로 풀 (pool)과 보조 풀 (sub-pool)에 완전히 

침수되어 있다. 이는 기밀성에 우발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소와 공기 사이의 접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된 구조이다.  수소 격납부 외벽은 수소와 산소의 격렬한 

반응에 의한 폭발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제작되어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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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AL (호주, ANSTO) 

2006년 가동을 목표로 OPAL은 현재 시운전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감속재인 과냉각 

상태의 중수소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감속재 용기와 열교환기를 열사이펀 방식으로 

순환한다.   

중수소를 포함한 냉중성자원 감속재 시스템은 산소와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블랭킷 내에 존재하며, 이 블랭킷은 누수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항상 모니터링 된다.  

열사이펀은 Zr-alloy 진공 용기 내에 위치하는데, 이는 전열 및 중수소와 물의 접촉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보호장치로서 작용한다. 또한 진공용기는 수소와 산소와의 반응 시 

생성되는 폭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다중 격벽 구조 개념을 사용하여 

냉중성자원 전체 시스템은 불활성 기체에 의한 이중 벽 구조로 되어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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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취급 관련 사고 사례 

4.1 국내 사고 사례 
 

수소 가스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국내에서 대부분 발생되는 수소 취급 시 발생되는 

사고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안전의식 미비로 인해 작업 중 안전 작업 절차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 고압가스를 취급하면서도 과거 사고가 별로 

일어나지 않은 전례로 인해 안전 작업 절차서를 미비하여 발생된 사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정기적인 정밀 검사를 관행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사고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가스 감독기관은 고압가스 생산, 제조, 유통 시설의 대부분에 대해 기술 

검토와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면서, 

안전관리자 개개인은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점검을 습관화하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노후 

불량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고압가스에 의한 사고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 수소 충전장 폭발 사고 

2000년 7월 20일에 울산 소재 가스회사의 수소가스 충전장에서 수소카트리지 차량에 

수소 가스를 충전하다 충전장과 카트리지에 연결된 고압 동 파이프에서 수소가 누출되며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충전 중이던 

수소카트리지 차량 3대가 손상되었으며 수소 충전장 지붕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수소충전 시설은 인근 회사에서 제조된 수소를 지하배관으로 공급 

받아 압축기에서 압축시킨 다음 봄베에 충전하거나 수소 카트리지에 충전시킨 다음 판매를 

하는 시설과 압축시킨 수소를 지하 배관으로 운송, 판매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동 파이프의 특성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휘어지기 쉬워 사용기간 중 

충격, 굴절로 인해 Pin-hole 또는 crack이 생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충전장과 

차량의 거리는 2.5 m 이나 튜브의 길이는 6 m로 항상 파이프의 길이를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소 공급 고정 배관과 수소카트리지를 연결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동파이프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튜브의 중간부위가 약 4 cm 가량 녹아 있었으며, 

사용기간 동안 누출여부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재해의 예방을 위해 고압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밸브 등 이송관련 설비는 위험 

물질의 누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누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동파이프와 같이 충격이나 잦은 굴곡 등으로 위험 물질이 누출되기 쉬운 설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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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검사 규정 및 안전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2) 삼양 제넥스 울산 공장 폭발 사고 

2004년 4월 22일에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 공장 내 수소 저압 탱크 

뚜껑에서 용접 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여 용접공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높이 7 m, 폭 2.5 m의 원통형 탱크 뚜껑에서 탱크 내 수소량 측정에 쓰이는 수소 

측정기를 설치 하기 위해 용접 작업 중 탱크 내에 잔존한 수소가스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하였으며, 저압 탱크는 폭발 시 충격으로 절반 가량이 찌그러지면서 전기 설비 

용역회사인 C사의 용접공 3명이 숨졌다.  본 사고는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2]. 

 

(3) 수소탱크 밸브 누설로 인한 화재 폭발 

10월 5일 약 370 kg 가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있던 수소 탱크 (용량 100 m3) 위의 

밸브가 누설되어 유출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폭발압력으로 창문 등 공정 

구역 건물 외부에 피해를 입혔으며, 폭발 후 발생한 화재는 아세틸렌과 수소 용기를 

위협했고, 탱크로부터 날아온 파편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발견되었다.  

사고 수소 저장 탱크는 개조 및 확장된 것으로 1982년 12월 운전에 들어갔다. 최초의 

법적 압력 시험은 5년 후인 1987년에 실시되었으며, 이 시험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10년 후인 1992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두 번째 정기 압력 시험 실시 

전에 수소 탱크 재질 결함이 생겨 수소가 유출되고 화재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본 

폭발 사고로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2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현장 외곽에 

폭발로 인한 850 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3].  

동종재해를 피하기 위한 예방 대책으로선 법적으로 실시되는 압력용기의 검사를 

철저한 검사 규정에 검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LG 정유 수소 누출 폭발 사고 

2002년 8월 1일 전남 여수의 LG 칼텍스 정유 ㈜의 석유 정제 과정 중 NO.1 K/D-

HDS (경유탈황공정) 공장에서는 경유탈황을 위한 수소 공급압축기의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 사이의 Shaft 실에서 수소가 누출되었으며,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폭발로 Shaft 실의 

덮개가 파열되었으며, 수소압축기가 파손되고 탈황공정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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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천 NCC 수소 폭발 

여천 NCC(주)에서 고압가스를 완전히 배기시키지 않고 밸브 교체 작업을 벌이던 중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여 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01년 10월 15일 여수시 여천 NCC(주) 제 3공장 BTX 공장에서 정기보수기간을 

통해 누출이 발생한 BTX(벤젠, 톨루엔, 자이렌) 공장의 3 인치, 30 kg/cm2 수소 배관이 

밸브를 수리하기 위해 밸브 패킹을 교체 하던 중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했다. 

사고경위를 확인한 결과, 수소가스를 완전히 배기 및 차단을 시킨 후에 작업을 

진행했어야 하나 수소가스가 배관 내 잔류된 상태에서 밸브를 분해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는 작업자가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안전 작업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서 초래한 사고로 볼 수 있다.  

 

(6) 배관 파손으로 인한 수소 폭발 사고 

HOU (Heavy Oil Unit) 단지 내에 위치한 cracking 공정의 recycle oil 배관에서 

수소가스와 오일의 유출로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했던 공정에서 

사용된 배관은 탄소강으로 만들어졌으며, 운전온도 230 ℃에서 배관 내에서 탈탄 

(decarburization) 현상이 진행되면서 수소가스가 그 부분을 침투하면서 배관 안과 밖이 

부푸는 현상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서, 순간적으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다 [6].   

정기적인 검사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온 아주 미세한 균열 (약 0.1 mm 

길이)과 탈탄 현상을 용접부위에서의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배관으로 사용되는 재질에 대한 정보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동종 재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물질과 사용되는 장치 사이의 재료 강도 관계를 파악하고 

기술적 및 행정적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관 내에 수소 침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관 재질을 탄소강이 아닌 다른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폭발 사고부터의 가르침이다.  

 
4.2 해외 사고 사례 
 

우발적인 수소가스 폭발 사고 사례의 각각을 들여다보면 폭발 사고의 크기가 

다양하고 취급자의 경험 미숙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소 사고 

기록이 보여주듯이 가스 폭발 사고는 유사한 조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소 취급 시 발생되는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사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동종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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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홀름 수소 폭발 사고 

1983년 3월 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 중심부 Brahegatan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스실린더를 화물트럭에서 내릴 때 수소가스 실린더들의 연결된 밸브에서 

수소 가스가 갑자기 누출되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약 10 kg 정도의 수소를 

내장하고 있었던 18개의 서로 연결된 수소가스 실린더들은 스톡홀름 지역으로 배달되기 

위해 화물 트럭 위에 적층 되어 있었다.  수소 가스 폭발 시 생성된 폭풍파 (blast wave)는 

폭발지점으로부터 반경 약 90 m 내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16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스톡홀름 수소 폭발 사고는 수소가스가 매우 반응성이 

뛰어나며, 수소가스 폭발 사고는 개방된 지역에서 발생할지라도 그 파괴력이 매우 크며 

위험하다는 경고를 남겨준 사례이다 [7].  

 

(2) 캐나다 Hydrotreater 공정에서의 수소 히터 폭발 사고 

1978년 후반에 Syncrude Canada Ltd. 사의 윤활기유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유 및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Hydrotreater 공정 라인에서 수소가 압축기에 의해 압축되는 

과정에서 수소 히터가 커다란 소음과 충격파를 동반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작업자는 폭파된 히터를 연료원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화재가 진압되었다.  본 사고는 

설계 시 잠재적인 폭발 위험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작된 공정의 수소 라인 상 

균열에서 소규모의 누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수소 화염이 옆에 있는 배관들을 

파열시킴으로써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  공정에서 사용되는 furnace는 약 6 주 동안 수리를 

위해 운전을 정지하였고, 공정상에 설치된 약 절반의 배관을 교체해야 하는 물질적인 

피해를 초래했으며, 금전적으론 약 백만 캐나다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8].  

 

(3) 캐나다 수소 압축기 폭발 사고 

1980년 12월 20일 Syncrude Canada Ltd. 사의 대규모의 오일 정제 공정 내에 위치한 

수소 압축기에서 수소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수분 내에 압축기 동을 파괴하였으며 두 

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수소 폭발 사고의 원인은 압축기 동의 기계적인 과압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발생된 일차적인 폭발에 의해 생성된 납사 (Naphtha)의 역류 

현상으로 Hydrotreater 공정라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차적인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9].  본 사고는 화재 소화 설비가 미비 및 폭발 사고 시 대응하는 

응급 행동 절차서가 미비하여 보다 더 큰 화재로 발전되었고, 약 2000 만 달러의 물질적인 

손해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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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MI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 폭발 사고 

1979년 3월 28일 Three Mile Island (TMI)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880 MWe Unit 2 

원자로가 공급수의 소실로 인해 갑자기 과열되어 약 40 % 정도의 노심이 녹았으며, 일차 

냉매인 물에 의해 연료봉이 산화되어 원자로 압력 용기에 수소가스가 형성되었으며 

안전밸브 및 rupture disk가 파열되면서 공기로 채워진 원자로 격납 건물 상부에 축적되어 

사고 발생 10 시간 경과후에 수소-산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생성된 

폭연압이 2 bar (게이지 압력)을 초과하지 않아 격납 건물의 파손은 없었으며, 핵분열 

생성물들은 아주 소량이 외부로 누출되었으며, 원자로 건물 주변의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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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산소 화학반응 영향 평가 

5.1 수소-산소 화학반응 
 
(1) 정의  

 

 폭발 (Explosion) 

폭발은 급작스런 압력의 증가에 의한 사고로 정의한다. 이 압력의 증가는 핵반응, 

고압용기들의 용기 손상, 금속 수증기 폭발, 악성반응, 분진연소 및 산화제 또는 대기 

중에서 가스 및 증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연소 (Combustion) 

산화되는 연료내의 가스, 액체, 또는 고체가 열과 빛을 방출하면서 타는 것을 

일컫는다. 대기중의 메탄의 연소는 다음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H4 + 2(O2 + 3.76N2) → CO2 + 2H2O + 2(3.76N2) + Energy 

탄화수소들의 완전 연소의 생성물은 대개 이산화탄소와 물(수증기)이다. 연소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면서 온도를 증가시킨다.  

대기 중에서 기상연료의 연소는 두 가지의 다른 형식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연소 과정 중에 산소와 연료의 혼합에 의한 화재이며, 또 다른 형식은 연료와 

산소 (또는 산화제)가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연료의 혼합조성은 인화한계 내에 있을 경우의 

연소이다. 일반적으로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연료는 보다 빠르게 타며, 이는 단위시간당 

소모되는 연료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스 폭발 (Gas explosions) 

가스폭발은 미리 혼합된 가스운 즉, 연료와 공기 혹은 연료와 산화제의 연소에 의한 

과정으로써 정의되며, 공정설비 또는 배관 내, 빌딩 내, 개방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가스 폭발은 가스운이 포함된 환경 또는 가스운이 삼켜버리는 환경에 의존할 

것이므로 폭발이 일어나는 장소 또는 환경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용기, 배관, 

채널 및 터널 내에서의 제한된 가스 폭발; 2) 구획, 빌딩, 또는 off-shore modules 내에서의 

부분적으로 제한된 가스 폭발; 3) 공정 설비 또는 다른 개방된 장소 등에서의 제한되지 않는 

가스폭발.  이러한 분류는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므로, 우발적인 사건에서 폭발의 

종류를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공정 공장에서 제한되지 않은 폭발이 발생할 

때 세부 구획된 영역에서의 가스운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폭발의 

종류를 분류할 때 제한되지 않은 폭발과 부분적으로 제한된 가스 폭발을 관련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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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제한된 가스폭발 (Confined gas explosions) 

제한된 가스 폭발은 탱크, 공정설비, 배관, 하수 시스템, 폐쇄된 방, 그리고 지하 설비 

내에서의 폭발이며, 내부폭발로도 일컫는다.  이러한 폭발은 심각한 압력형성을 일으키기 

위해 연소공정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형적인 특성이다.  

 

 부분적으로 제한된 가스 폭발 (Partially confined gas explosions) 

부분적으로 제한된 가스 폭발은 연료가 부분적으로 개방된 빌딩 내에 우발적으로 

누출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경우이며, 전형적인 예로서는 압축기 실에서의 폭발이다. 빌딩 

내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폭발 압력은 폭발통풍구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다.  

 

 제한되지 않은 가스폭발 (Unconfined gas explosions) 

용어 Unconfined는 공정 공장 같은 개방된 지역에서의 폭발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작은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는 제한되지 또는 차단되지 않은 가스운은 연소(flash fire)시 오직 

작은 과압만을 생성시킨다.  그러나 공정 플랜트에서는 부분적으로 차단된 또는 제한된 

지역이 존재하므로, 폭연 (deflagration) 인 경우에 높은 폭발압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폭연 (Deflagrations)  

불꽃이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연소 혼합물 (flammable mixture) 속을 통과해 가는 

반응 즉 연소속도가 음속보다 낮은 연소파 (combustion wave)로서 정의된다. 불꽃보다 빠른 

비 연소 가스의 속도는 연소 생성물들의 팽창에 의해 생성된다.  우발적인 가스 폭발에서 

폭연은 불꽃 전파의 보통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불꽃 속도는 수 mbar에서 수 bar 

사이의 폭발 압력에 상응하는 1 m/s에서 500~1000 m/s 의 범위에 있다.  

 

 폭굉 (Detonations) 

폭굉은 불꽃이 음속보다 더 빨리 전파되면서 폭발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연소파로 

정의되며, 폭발파는 불꽃에 바로 뒤따르는 충격파를 일컫는다.   

주변 압력에서 연료 공기 혼합물에서의 폭발 속도는 2000 m/s까지 커질 수 있으며, 20 

bar에 가까운 최대 압력을 생성시킬 수 있다.  

폭굉은 1) 높은 폭발성 물질의 폭발에 의해서 개시되거나 2) 폭연이 차단물에 의해 

폭굉으로 가속화 될 때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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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료 공기 혼합물의 연소 성질 

 

가스 폭발의 결과는 연료와 산화제의 종류 및 연료와 산화제의 농도에 크게 의존한다.  

 

 화염한계 (Flammability limits) 

연료와 공기 혼합물은 연료의 조성이 최대 화염한계 (upper flammability limit, UFL)와 

최저화염한계 (lower flammability limit, LFL) 사이에 있을 때에만 연소하게 된다. LFL과 

UFL은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며, 온도와 압력에 의존하는데, 표준 조건은 25 , 1 ℃

atm에서 결정된 값이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연료들과는 달리 수소는 공기 

중에서 UFL과 LFL사이의 범위가 넓어서 쉽게 가연성 운을 형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표 5-1. Flammable range for fuel-air mixture at 1 atm and 25  [1]℃  

연료 조성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ethane                     

Propane                     

Ethylene                     

Hydrogen                     

 

 

 폭발한계 (Explosion limits) 

폭발한계는 화염한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따라서 UEL=UFL, LEL=LFL이다.  

 

 화학양론비적 조성 

화학양론비적 조성은 완전 연소반응 후에 잉여의 연료나 산소가 없을 때의 연료와 

산소(공기)의 조성으로 정의된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화학양론비적 조성은 단일성분 

연료에서 최고의 폭발압력을 생성시킬 수 있는 조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표 5-2. Stoichiometric concentrations in air for various fuels [1] 

 Hydrogen Ethylene Propane Methane 

% fuel (volume) 30 6.5 4.0 9.5 

% fuel (g/cm3) 26.9 81.7 79.1 67.8 

LFL 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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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점 (Flash points) 

연료의 인화점은 사용되는 용기 내에서 또는 액체 표면 근처에서 공기와 가연성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증기를 낼 수 있는 최소 온도를 말한다.  

 

 발화온도 (Auto ignition temperature, AIT)  

가연성 물질이 임의의 온도에서 가열될 때, 화학반응은 순간적으로 시작된다. 즉 

발화온도는 점화에 이를 수 있는 연료 공기 혼합물에 인접하는 뜨거운 벽의 최저온도이다.  

 

표 5-3. Minimum auto ignition temperature [1] 

 Hydrogen Ethylene Propane Methane 

AIT ( )℃  520 520 450 540 

 

 반응열 (heat of reaction) 

연소공학에서 연소 열은 연료에서 화학적 결합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료의 단위 질량당 에너지로서 J/kg-fuel 이다.  어떤 연료는 연소열은 적은 값을 

가질지라도, 가스 폭발 잠재능이 매우 큰 값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급자를 오인시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표 5-4. Heat of reaction and heat of combustion for fuel-air mixtures [1] 

 Hydrogen Ethylene Propane Methane 

Heat of reaction [MJ/m3] per m3 

stoichiometric gas mixtures 3.2 3.4 3.7 3.9 

Low Heat of combustion[MJ/kg] 120 50 46 47 

 

(3) 수소-산소 화학반응 

 

화학양론비적으로 수소는 산소와 혼합되면 아래의 화학식과 같은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2H2 + O2 → 2H2O + Energy 

표 5-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수소는 다른 가스에 비해 flammability limit의 영역이 

넓어서 쉽게 자그마한 불꽃에 의해서도 수소-산소 혼합물 중에 수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에 따라 명칭이 다르며,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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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면 연소 반응, 빠르면 폭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  위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성되는 반응에너지는 표 5-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소 가스 단위 kg 당 약 120 MJ의 

에너지가 생성되며, 이 에너지의 크기는 24kg 의 TNT가 폭발 하였을 때 생성되는 에너지와 

동일하다.  또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밀폐되거나 또는 개방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화학반응으로 인한 외부 영향 및 특성은 위의 1절에서 서술되었듯이 다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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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타 연구시설에서의 수소-산소 화학반응 영향 평가 
 
(1) HFIR 냉중성자원 

 러시아의 PNPI 에서 수행한 발생 가능한 수소-산소 화학 반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하고 수소-산소 혼합물이 대기압 하에 반응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냉중성자원 용기 

내에서 생성되는 최대 압력은 15.6 atm, 반사된 폭굉파에서의 압력 37.5 atm 라는 결과[1]를 

근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아래에 기술된 평가방법[2]을 이용하여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HFIR 냉중성자원 설계를 위한 수소-산소 화학반응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고려된 분석방법으로는 AICC model을 이용하여 정적 단열의 이상 계 

내에서 완전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여 최고 가능한 평형 압력을 계산하였다. 실제 

계에서는 외부로의 열전달, 부피의 팽창,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된 

압력보다 더 낮은 값이 얻어질 것이다. 여기서 만약 폭굉파가 자유롭게 전파된다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폭굉압은 AICC 압력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 C-

J (Chapman-Jouguet) model을 도입하였다. 일 차원 유동 불연속성에서 질량, 에너지,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가정하에 유도된 C-J model은 폭굉파에 뒤따르는 열역학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비열 비율을 γ라고 가정할 때, C-J 압력과 AICC 압력 사이에 아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최대 가능 압력을 산출하였다.  

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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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큰 값이 얻어진다.  두 번째로서 고려된 분석방법은 CET 89, CTH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HFIR의 냉중성자원 설비의 특성은 수소의 초임계 유체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압력이 수소의 임계압력보다 높다는 점이다. 수소-산소 화학반응 분석에서 

산출되는 용기 내의 최대 과압(overpressure)은 초기 조성된 가스운의 압력에 비례하는 속성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방법들에 의해 최대 압력 71.73, 반사된 압력 147.45 atm이라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런 압력들은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기엔 너무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수조내기기 설계 및 제작 시 고려하지 않고 LBB (Leak Before Break)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사고시의 폭발압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2].   

 결론적으로 HFIR에서는 냉중성자원 진공용기의 설계 압력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고시의 압력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태의 운전 압력인 15 bar에 safety margin을 

고려하여 19 bar를 설계압력으로 정하였다 

 

(2) NBSR 냉중성자원  

 미국 NIST의 NBSR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발생 가능한 조건들 하에서 수소-산소 

화학반응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수 유지를 위해서 냉중성자원 설비에서 수소 가스를 

버퍼탱크로 옮겼을 때, 배관 내에 잔존되어 있는 수소가스가 원자로 격납 건물로 

누출되었을 때의 detonation 반응, 냉중성자원 설비에서 사용되는 수소가스 내의 불순물인 

산소에 의한 화학반응, 진공용기 내로 침투하는 산소 가스와 우연히 누출된 수소가스의 

화학 반응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모든 화학반응 분석 결과, 냉중성자원 설비 

및 원자로에 물리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또한 영국 Harwell에 있는 

연구소에서 폐쇄 계에서 실시한 수소 폭발 실험의 결과[4] 즉, 진공용기 내에 80g의 

고체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10 g의 수소가 진공 챔버 내에서 detonation을 일으켰을 때 최대 

과압(폭굉압력)은 1120 psi (76.2 atm)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의 

폭굉압력에서 수조내기기에서 물리적 경계인 helium gas jacket과 water cooling jacket으로 

구성된 진공용기 외곽의 helium jacket system이 파괴되지 않게 설계압력을 설정하였다. 

 

(3) OPAL 냉중성자원 

 일반적으로 수소-산소 혼합물이 1.01 bar하에 존재할 때, 대개는 폭연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압력은 초기압력의 7~8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폭굉이 발생할만한 조건(높은 

인화 에너지, 단순한 구조 등등)에서 폭굉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압력은 초기압력의 15배로 

얻어진다 [5] 

 위의 결과를 인용하여, 밀폐된 용기에서 중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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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압력은 8 bar 이하이며, 진공용기 벽면에 부딪힌 후 생성되는 shock wave 압력은 

최대압력의 2배 즉, 16 bar까지 증대될 것으로 고려하였다.  Shock wave 압력은 1ms 이하 

동안 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진공용기 벽면에서 최대 변형(strain)은 지속적인 shock 

wave 압력이 주는 변형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진공용기 벽면에서 발생한 

최대 변형에 상응하는 압력은 초기 압력의 12배로 즉 12 bar로 예상하였다. 

 위에 거론된 수치들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최근 대부분의 냉중성자원은 적어도 

continuous internal pressure, 13 bar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본 압력에서 

발생하는 최대 변형은 재료 탄성한계의 20% 이내에 존재한다.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PNPI에서 수행한 수소-산소 화학반응 영향 평가를 인용하여, 

수소-산소 화학반응에서 얻어지는 front wave 압력 및 벽면에 반사된 파의 압력이 진공용기 

벽면에서 발생시키는 변위 및 변위속도를 계산하였다. 계산에 의해 얻어진 변위에 상응하는 

압력을 계산하였으며, 이때의 압력을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을 선정하는데 고려하였다 [1]. 

 

(4) JRR-3M 냉중성자원  

 JRR-3M은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한 최대 압력을 산출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냉중성자원 설비를 제작하여 수소-산소 화학반응실험을 수행하였다 [6]. 기기 내에 채워진 

화학양론비적 수소-산소 혼합물에서 발생된 폭굉파의 반사된 압력은 200 ~ 250 bar라는 

실험 결과를 얻었으며, 본 실험결과는 실험설비의 형상에 의존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실험은 가스의 초기압력 1 bar에서 수행되었으며, 폭굉에 의한 정압은 초기압력의 20배로써 

20bar, 폭굉에 의한 반사압력은 정압의 2~2.5배로써 40~50 bar가 측정되었다. 또한 수소-

산소 폭발 반응은 실험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6]. 전 계통 내의 화학양론비적 수소-산소 혼합물 및 폭굉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점화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수행된 관계로 실험결과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JRR-

3M에서는 실제 냉중성자원 진공용기 설계압력은 6 bar로 선정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5) FRM-II 냉중성자원  

 독일에서 수행된 가스 반응에 대한 영향 평가들의 결과를 인용하여, 화학양론비적 

수소-산소 화학반응 시 긴 길이, 큰 직경의 실린더 형 용기 내의 벽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폭굉압은 25~30bar를 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실험 결과와 배관에 의해 연결된 두 

용기에서 얻어지는 최대압력은 18.4 bar는 넘지 않는다는 결과 [7]를 근거로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의 설계 압력을 17 bar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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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소-산소 화학반응 평가 
  

수조내기기 내 감속재용기에는 열중성자를 원하는 파장의 냉중성자로 감속시키는 

감속재인 약 20 K의 액체 수소가 담겨있다. 수조내기기를 비롯한 수소계통에는 산소 및 

질소의 불순물 농도를 최소화시킨 초고순도의 수소가스를 유입하므로 내부에서 수소-산소 

화학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다. 그러나 진공계통, 수조내기기를 포함하는 수소계통 

및 버퍼탱크 내에 누설 또는 급격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 

내의 산소의 유입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산소 화학반응을 가정할 수 있다. 가연한계 내에 

존재하는 조성을 갖는 수소와 산소의 가스 혼합물이 조성된 경우에는 미세한 점화에너지에 

의해서도 폭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수소 폭발 반응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성되는 최대폭발압력은 초기 가스운의 압력, 

용기의 부피 및 기하학적 모양, 용기 내의 점화되는 위치, 가스운의 난류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1].  

참고문헌[1]에 의하면, 한 용기 내에 화학양론비적으로 조성된 수소-산소 가스운이 

있으며 폭발을 발생시키기 위한 점화에너지를 부여하였을 때, 폭발 최대 압력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수치는 약 6.8 bar로 보고되었다. 또한 본 문헌에서는, 그림 5-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크기가 다른 두 용기가 하나의 연결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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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양론비적 조성으로 잘 혼합된 수소 산소 가스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용기 내 한 

지점에서 폭발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점화원을 부여하여 생성되는 폭발압력 측정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실험에 대한 폭발압력 측정 결과는 아래 표 5-5에 정리하였다.  

 

 

 

그림 5-1. 배관으로 연결된 두 용기로 구성된 수소폭발압력 측정장치 

 

표 5-5. 배관으로 연결된 두 용기에서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압력 

(배관길이: 10 m, 직경: 400 mm, 점화에너지: 10 J) 

단일 용기내의 반응 연결배관으로 연결된 두 용기 내의 반응 
 

V = 1 ~ 5m3 V = 1m3 V = 5m3 

가스운 진행방향 
최대압력 

[bar] 

KG 

[bar-m/s]

최대압력

[bar] 

KG 

[bar-m/s]

최대압력 

[bar] 

KG 

[bar-m/s]

1m3→5m3 13.2 800 16.8 10259 
수소 

5m3→1m3
6.8 550 

18.4 6400 10.0 1208 

 

동일한 화학양론 비의 수소 산소 가스운이 조성되었을 때, 단일 용기 내에서 

폭발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한 용기에서 폭발 반응이 일어나서 그 반응이 연결배관으로 

연결된 제 2의 용기로 전달되는 경우 발생되는 폭발 최대 압력은 2~3배 정도 높게 

측정된다.  즉 한 용기 내에서 발생되는 폭굉파는 배관을 따라 제2의 용기로 가면서 

난류도가 증가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진행되는 폭굉파의 단면적이 제 2 용기에서 

급작스럽게 증가되면서 제 2 용기에서 발생하는 폭발반응의 속도는 제 1용기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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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반응속도에 비해 상당히 커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는 각 용기에서 생성되는 

폭발압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본 실험결과는 두 용기의 크기나 연결배관의 직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두 용기의 크기의 비에 영향을 받음을 보이고 있다.  

 수조내기기와 수소버퍼탱크는 긴 수소배관으로 연결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조내기기를 비롯한 수소계통은 문헌에서 보고된 실험 조건과 유사한 구조적 형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수소계통에 발생한 누설에 의해 산소가 유입되어 화학양론비적 

조성을 갖는 가스운이 조성되고, 반사체탱크 내 CN 공에 설치되는 수조내기기 내부에서 

가상의 점화원에 의해서 수소폭발반응이 시작되어 수소버퍼탱크 내로 전파되는 경우 위의 

실험 결과를 참조한다면 발생되는 최대 압력은 약 20 bar 미만의 값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수조내기기 및 수소버퍼탱크 내의 가스운이 수소, 산소로 잘 혼합된 

가스운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조내기기 내에서 폭굉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소조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배관을 타고 진행되다가 자연 소멸되게 된다.  

 가스 폭발 시 발생하는 화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밀폐된 구조의 긴 

실린더 형 용기 내에서 가스 폭발반응을 발생시킨 결과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화염의 형상이 

그림 5-2에 나타나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상에서 수소-산소 폭발 반응을 발생시킨 

결과, 폭굉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용기 벽면에서 얻어지는 최대 폭발압력은 25 ~ 30 bar를 

넘지 않는다고 문헌상에서 보고되고 있다 [1].  이러한 실험 결과를 FRM-II는 냉중성자원 

설계 시 수소 산소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자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 

경계인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을 설정하는데 고려하였다고 한다 [2].  

 문헌상에서 보고된 것처럼 실험적으로 얻어진 배관으로 연결된 두 용기 내에서의  

 

 

그림 5-2. 한 측면만 밀폐된 긴 실린더 형 용기에서의 가스 폭발 현상 

최대 폭발 압력 결과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긴 실린더형 용기에서 발생하는 최대 폭굉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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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로 냉중성자원 수소계통 내에서 수소-산소 폭발반응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최대폭발압력은 30 bar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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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폭발압력 산출 방법을 이용한 최대 압력 계산 
 

수소-산소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스파크 같은 국부적인 점화원이 되기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에너지인 최소 점화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최소 점화에너지는 

연료의 종류와 농도에 의존하며, 가연성 연료인 경우 최소점화에너지는 대기 중에서 0.1 ~ 

0.3 mJ 정도이다.  그러나 수소, 아세틸렌 및 이황화탄소인 경우는 최소 점화에너지가 매우 

적어서 (약 0.01~ 0.03 mJ 사이의 값), 미세한 정전기 스파크로도 수소-산소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수소가스가 고속으로 용기에서 분출하면 마찰 등의 원인으로 자연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1].  또한 화학양론비적으로 존재하는 수소-산소 폭굉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 점화 에너지는 약 2 MJ로 보고되고 있다.  

수소-산소 화학반응 발생 시 하나로 냉중성자원 설비 및 원자로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라 폭발압력을 산출하였다.  본 계산에서 

사용된 방법은 폭발 반응이 발생하는 계는 단열정적계라고 가정하여 최종압력을 계산하는 

AICC (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기법과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수소의 

화학반응에너지를 TNT 의 단위 질량당 폭발에너지로 환산 한 후, 폭발원으로부터의 

환산거리를 이용하여 폭발 특성을 추정하는 방식인 Equivalent TNT detonation methodology 

[3]이다.  사실 본 계산에 사용된 두 가지 방법은 상당히 결과가 보수적이며 수소계통 같은 

폐쇄계에서의 폭발반응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계에서 발생하는 폭발반응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폐쇄계에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보수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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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버퍼탱크로부터의 수소의 누출 

수소버퍼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수소가스가 누출될 때, 표 5-6 에서 보여주듯이 

수소가스는 공기에 비해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균열로부터 누출되는 수소기체는 

수소버퍼탱크 외곽 주위에서 장애물에 의해 부분적인 폐쇄공간이 형성되지 않는 한 

화염한계 내의 조성을 가진 가스운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표 5-6. 기체분자의 확산속도 

기체 분자량 (g/mole) 속도 (m/sec) 

H2 2.02 1902 

H2O 18.00 637 

N2 & CO 28.00 511 

Air 29.00 485 

 

하나로 원자로실 내부의 공기 층의 부피는 대략 26,900 m3 이며, 초기에 

수소버퍼탱크에 충전 되는 수소가스 량은 약 3.76 m3 STP 즉, 336 g 이다.  따라서 만약 

수소버퍼탱크 외면에 생긴 균열 사이로 수소가스가 누출이 된다 하면, 가스의 빠른 

확산운동에 의해 원자로 내부에 조성되는 가스운의 조성은 1.24X10-2 Vol% 이며, 이는 

화염한계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운에 점화원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누출된 수소가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소가스의 분자량이 공기에 비해 

작기 때문에 원자로 격납 건물 상부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때 형성된 가스운의 조성은 

화염한계 내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뜨거운 표면이나 미세한 스파크에 

의해서도 발화되어 연소반응 또는 폭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누출된 

수소가스가 원자로 격납 건물 상부에 축적된다고 할지라도, 축적된 수소가스 내에서 수소의 

확산 운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원자로 

건물 상부에 생성된 가스운의 조성은 폭굉 범위 (대기 중에서 수소가스의 부피비 18.3 ~ 

59.0 vol %, 산소가스 중에서 수소가스의 부피비 15.0 ~ 90.0 vol%)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2]. 

또한 생성된 가스운의 조성이 UFL 과 LFL 사이에 존재 하는 한, 연소하여 화염이 있는 

인접한 부분의 미연소 가스에 현저한 온도상승을 일으켜서 폭연 현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가스운 내의 연료의 조성이 화염한계 최대 혹은 최저 근처에 있을 때에는 연소 

속도가 매우 작아서 생성된 압력하중으로 인해 원자로실 천장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AICC (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기법이다.  본 기법에 의해 폭연 발생시 예측되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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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및 폭발 후 온도를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일정 부피 내의 단열된 상태에서 수소가스가 

100% 완전연소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열에너지와 질량이 보존되는 계에서 계산되는 

수치라서 가장 보수적인 값을 나타낸다. 

3 atm, 25 ℃에 있는 버퍼 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수소가 대기압력과 평형을 유지할 

때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로 누출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수소가스의 빠른 확산 속도에 

의해 격납 건물 상층부에 집적되어 일정 조성의 가스운이 생성된다. 이때 조성된 가스운의 

농도를 가장 보수적으로 약 10 Vol %로 선정한 후 가스운의 부피를 고려하여 아래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을 위한 초기 조건은  

- 수소버퍼탱크에서 누출된 수소가스의 몰수 = 99.55 mol (부피 = 2.43 m3 STP) 

- 조성된 가스운의 부피 = 약 25 m3 

- 가스운 근처에 폭연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이 존재 한다고 가정 

- 원자로 격납 건물 내의 초기온도 및 압력 = 25 , 1 atm.℃  

 

일정 부피 내의 연소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는 생성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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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HN 는 연소과정에서 소모된 수소의 몰수, H∆ 는 소비된 1 몰의 수소 당 

물의 생성 엔탈피, i 는 생성된 H2O, N2, 또는 남아있는 O2 이다. 

식 1 은 fT 에 대해 2 차 함수 관계를 가지며 재정리를 하여 fT 에 대해서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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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C 기법에서 수소가스는 모두 연소가 되기 때문에, 압력 하중은 고려한 부피내의 

존재하는 성분들과 연소 후 온도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고려한 부피 내에 있는 가스들을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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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에 거론된 식들을 이용하여 압력하중과 연소 후 온도를 계산 한 결과를 표 5-7 에 

나타내었다.  계산에 의해서 얻어지는 폭연 후의 온도 및 압력하중은 원자로 격납 건물 

상층 구조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AICC 기법에 의한 압력하중 및 연소 후 온도 

 
원자로 격납 건물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소버퍼탱크는 헬륨(또는 질소) 블랭킷에 의해 공기 층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랭킷 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는 크게 버퍼탱크내의 수소의 

압력보단 적은 수치로 설정되어 있으며 항상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가스 누출에 의한 

블랭킷 내의 압력 상승으로 수소 가스의 누출을 알 수 있도록 계통을 갖추고 있으며, 7 장 

“냉중성자 시설의 수소 계통 및 관련 계통”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수조내기기내에 잔존하는 수소 누출 

냉중성자원 설비를 운전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수소는 버퍼 탱크 내로 이동하게 

되어있으며, 버퍼탱크 내부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으로 미량의 수소가 수조내기기 내에 

잔존하게 된다.  수조내기기로 통하는 버퍼탱크의 출구 부분에 위치한 밸브를 잠근 후 

수조내기기 내의 부피를 고려해 볼 때, 잔존하는 수소의 량은 약 2.83 gram 이다.   여기서 

잔존하는 수소가 외부로 누출이 된 후 부분적으로 제한된 구역에서 잔존하는 수소 량에 

해당하는 화학양론 비의 산소와 혼합하여 폭굉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운이 조성된다는 

발생되기 어려운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성된 가스운 주변에 폭굉을 일으킬 만한 

점화 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폭풍파 (blast wave)에 의한 원자로 격납 건물 내의 

영향을 TNT(Tri-Nitro Toluene) 폭발원으로부터 환산거리 그래프에 의한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수소-산소 화학반응의 평가 기법 중의 하나인 Equivalent TNT detonation methodology 

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수소의 화학반응에너지를 TNT 의 단위 질량당 폭발에너지로 

환산한 후, 폭발원으로부터의 환산거리를 이용하여 폭발 특성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TNT 의 폭발에너지는 TNT 가 폭발 시 일어나는 분해 반응에 의해 달라지는데, Kinney[4]는 

H2 Vol % Initial T [℃] Initial P [atm] V [m3] Tf [℃] Pf [atm] 

10 25 1 25 43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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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폭발반응이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폭발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C7H5O6N3 → C + 6CO + 2.5H2 + 1.5N2 

 

이 반응에 포함된 물질의 열역학 데이터를 이용하여 ∆U 및 ∆S 를 구하면, ∆U = -649 cal/g-

TNT, ∆S=385.5 cal/mol-K 이므로, ∆A = ∆H - T∆S = -147300 - (298*385.5) = -262202 cal/mol-

TNT = -1155 cal/g-TNT, 즉 Kinney에 의하여 실시된 실험에서 측정된 TNT의 폭발 에너지는 

1120 cal/g-TNT 이다.  폭약 TNT가 폭발할 때의 폭풍압이나 폭발에너지 등 폭발특성은 

실험에 의하여 상세히 측정되었으며, 그 신뢰도 또한 높아서 다른 물질의 폭발 특성치도 

TNT와 비교하여 TNT의 양으로 나타내어 TNT 폭발에너지는 모든 폭발의 기준이 되고 있다.  

폭발 반응의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폭발 상황에 따라 TNT의 폭발 

에너지를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보통 대기 중에서 일어난 폭발인 경우 

실험치인 1120 cal/g-TNT 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내기기 내에 잔존해있던 수소 2.83 gram이 누출되어 

폭굉이 발생할 경우에 폭발 지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동적 하중은 18.38 Pa-

s이다.  일반적으로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동적 하중이 120 Pa-s 이하이면 주변 구조물에 

물리적 구조적 피해가 없다고[5]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폭굉에 의한 물리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8. 누출된 수소에 의한 폭굉 평가  

 

 

(3) 수소 가스 내의 산소 불순물과의 반응  

냉중성자원 설비에서 사용되는 액체 수소는 수소 루프에 유입되기 전에 산소 

불순물이 3.4X10-4 Vol% 이내로 정제된다.  수소버퍼탱크에서부터 감속재 용기까지 수소 

루프의 전체 부피는 대략 1.3m3 이며, 따라서 전체 수소가스 내에 있는 산소의 양은 0.004 

liter 이다. 보수적으로 산소 불순물의 농도를 설계 값보다 250 배 큰 8.5X10-2 Vol%로 

가정하고 수소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 가스가 감속재 용기 내로 모두 모이게 된다면, 약 

1.6 gram 의 산소가 감속재 용기내의 저온의 액체수소 내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산소가 수소와 화학양론비의 혼합물을 조성하여 폭굉이 발생한다고 

하였을 때의 폭발 특성을 표 5-9 에 나타내었다.  최대 과압은 폭발지점에서 떨어진 거리 

2.83 1 0.98 0.95 18.38 Pa-s 

H2 mass [g] R [m] P incipient [atm] Duration [ms] Impulse load 

2.56 

P reflected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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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본 계산에서는 CN 공 중심에서 beam port 입구까지의 

거리 (R = 0.078 m)와 beam port 반대쪽의 감속재 용기 벽면에서 beam port 입구까지의 

거리 (R = 0.146 m)에서 beam port 입구에 미치는 폭발 특성을 보인 것이다. 

 

표 5-9. 불순물 산소에 의한 폭굉 평가 

 

 

(4) 진공 용기 내로의 공기의 침투 

냉중성자원 설비를 오랜 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에 진공 용기의 퇴화(degradation)로 

인한 검출되지 않는 누출에 의해 진공용기 내로 침투된 공기(산소)는 감속재 용기의 낮은 

온도에 의해 감속재 용기 표면에서 응축된다.  NIST 의 자료에 의하면, 공기 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진공계통 내로 침투되는 산소의 양은 1 g/year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5], 이렇게 침투된 산소 일부는 방사선 구역에서 오존으로 변하여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우연히 액체 수소가 감속재용기에서 누출될 때 수소-산소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5].  Harwell 연구소에서 수소-산소 화학반응 실험 결과를 보면, 내경 

0.316m, 길이 1.32 m 의 진공 용기 내에서 약 196 g (6.12 mol)의 산소가 화학양론비적으로 

수소와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압력은 1150 psig (78.3 atm)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생성되는 압력은 수소-산소 혼합물의 양이 일정할 때 용기 내의 자유부피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6].  

일반적으로 냉중성자원에 정상운전 (약 22 K) 중에는 침투된 산소가 저온표면에 

집적되어 고화되고, 냉중성자원을 정지하면 기체상태로 변하여 지속적으로 운전중인 

진공펌프에 의해 제거된다. 그러나 만약 침투된 산소가 제거되지 않고 냉중성자원을 10 년 

동안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약 10 gram 정도가 진공용기 및 진공배관 내에 존재하게 된다. 

진공용기 및 진공배관의 전체 부피가 약 150 liter 일 때, 침투된 산소에 의해 진공계통 내의 

압력은 0.05 bar 가 된다. 이는 냉중성자원 공정진공도인 10-5 torr 보다 상당히 큰 값이며, 

진공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냉중성자원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운전을 위해서는 고진공펌프에 의해 다시 공정진공도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공용기로 침투되는 산소량을 10 gram 이상으로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  

0.2 5 0.078 45.4 0.0447 21 Pa-s 

0.2 5 0.146 13.8 0.2408 31.8 Pa-s

H2 mass [g] TNT equiv. [g] R [m] P incipient [atm] Duration [ms] Impuls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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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인 분석결과 도출을 위해 약 10gram 정도의 산소가 진공용기 내로 침투되고 

우연히 화학양론비 조성에 해당하는 수소가 누출된 후, 오존에 의해 점화되어 폭굉이 

발생한다는 가설 하에 폭발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10 에 나타내었다.  

 

표 5-10. 진공 용기 내로의 공기의 침투에 의한 폭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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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대폭발압력을 고려한 진공용기 설계압력 
 
 5.2 절에서 거론된 해외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면, 초임계상의 수소를 이용하는 

HFIR의 경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의 초기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압력을 설계 압력으로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소-산소 

1.25 31.25 0.078 101 0.046 - 

1.25 31.25 0.146 40 0.109 32.13 Pa-s

H2 mass [g] TNT equiv. [g] R [m] P incipient [atm] Duration [ms] Impuls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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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반응은 기준설계사고를 벗어난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NBSR의 경우에는 각 

진공용기 및 helium jacket system의 설계압력은 감속재 용기 내의 최대 작동압력을 초기 

압력으로 선정,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관계로 보수적으로 상당히 큰 수치를 

정하였다.  원자로 보호를 위한 물리적 경계인 진공용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용기의 

설계압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FRM-II와 OPAL의 냉중성자원에서 고려한 방식이 

적용하기에 적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하나로 냉중성자원 진공용기 설계압력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계산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냉중성자원 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원자로 구조물

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기준사고로

서 최대압력을 발생시키는 화학양론비적 수소-산소 혼합물의 폭굉반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수조내기기의 물리적 경계인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소-산소 화학 반응의 초기조건은 T=298 K, P=1.01bar로 가정할 수 있다. 진공용

기 내에서 발생한 폭굉반응에 의해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진공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폭발압력 결정 

 2) 진공용기의 응력-변형 상태를 결정 

 

 진공용기 내에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진공용기 내로 산소가 유입되어야 하며, 

냉중성자원을 감시하고 있는 계통의 오작동으로 산소의 유입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냉중성자원과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소-산소 혼합

물의 화학양론비적 혼합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폭굉반응도 발생할 수 있다.  

배관 내에서 발생한 폭굉 반응파가 큰 공간(진공용기)으로 분출될 경우 배관의 직

경이 임계직경 이상인 경우에 진공용기 내에서 폭굉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수소-산소 혼

합물에서 폭굉반응을 일으키는 임계직경은 20cm 이다. 또한 수소-산소 혼합물이 다른 조성

을 가질 경우, 이 임계직경의 크기는 증가한다 [1].  

진공배관의 직경이 60mm인 경우에는 배관 내에서 폭굉파가 진공용기 내로 분출할 

경우 폭굉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공용기 내에 이미 충분한 난류도를 갖는 화

학양론비적 수소-산소 혼합물이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배관에서 분출하는 폭굉파에 의해서 

폭굉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 진공용기 내의 압력이 1.01 bar인 경우 폭굉파의 front 

wave의 압력이 15.8 bar 이며, 보수적인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 문헌[2,3,4]상에서 보고되는 

폭발압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간 θ=0.22ms 대신 θ=0.39ms를 본 계산에 사용하였다.  

또한 벽면에서 반사되는 폭굉파의 압력은 γ=1.2인 경우, 

barPP masxref 43.404/)121715( 2 =++++=∆ γγγγ  



 36

일반적으로 진공용기 벽면에 영향을 주는 폭발압 P(t)는 시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아래 식을 가정할 수 있다.  

)/exp()( . θtPtP ref −∆=    (식 1) 

여기서, t=시간, θ=폭발압이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Pref=반사 폭굉파의 

압력이다. 

위의 식은 아래 그림 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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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경과시간에 따른 폭발압력 추이 

 

이러한 압력하에 진공용기가 노출되었을 때 진공용기의 응력-변형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얇은 원통형 또는 구형의 containment (R/h≈20)인 모델에

서 동축 또는 동심상의 압력이 재료의 탄성한계 내에서 first half-wave of deformation에 의해 

용기가 받는 영향을 계산하였다. 위의 이상적인 모델에서 용기는 1-D 물체로서 고려하였으

며, 따라서 변위는 공간 좌표상에 의존하지 않는다.  

원통형 진공용기에서 동축상의 폭굉파에 의해 용기 벽에 생성되는 폭발압에 의한 

진공용기 벽의 변위는  

 

h
tPw

dt
wd

ρ
ω )(2

2

2

=+    (식 2) 

 

여기서, w는 진공용기 벽의 변위, ω2=E/ρR2는 basic cyclic frequency의 제곱, P(t)는 

식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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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냉중성자원의 진공용기의 치수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아랫부분은 

외경 156mm, 윗부분은 외경 272mm인 원통형 구조이다. 식 2를 풀게 되면, t=0일 때, 

w(0)=u(0)=0이므로, 

 







 −+−

+

∆
= − )/exp(cos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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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θ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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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u ref  (식 4) 

 

진공용기 윗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은 ρ= 2.70E6 [g/cm3], h=5 [mm], E=7.77E5 [bar], 

R=131 [mm]이며, 진공용기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은 ρ= 2.70E6 [g/cm3], h=5 [mm], 

E=7.77E5 [bar], R=73 [mm]이며, 이들을 식 3과 4에 적용하면 반응 후 경과시간에 따른 진

공용기 변위 및 변위속도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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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진공용기 변위 및 변위속도 추이 

 

시간에 따른 진공용기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서 최고 변위는 t=0.63 millisecond에

서 각각 w=7.33E-8 m, w=6.93E-8 m이다. 따라서 최대 변형률은 아래의 관계이므로,  
Rw /maxmax =ε       (식 5) 

윗부분에서 최대 변형률은 6.1E-5%, 아랫부분에서의 최대 변형률은 9.5E-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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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진공용기 변형률 

 

이러한 변형률에 대응하는 용기의 압력은 REhPeqv /maxε= 관계에 있으며, 진공용

기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용기의 설계 압력은 각각 1.98 bar, 5.05 bar 이다. 여기에 원자력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안전율 3을 고려한다면,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은 약 15.16 

bar이다.  

 

 OPAL에서 수행한 수소-산소 화학반응의 영향평가 방법을 인용하여 계산해 본 결과, 

진공용기 내에서 수소와 산소의 폭굉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얻어지는 폭굉파의 front wave 

압력 15.8 bar가 진공용기 벽면에 부딪힌 후 얻어지는 반사압력이 40.43 bar이다. 본 수치의 

반사압력이 진공용기에 미치는 변형률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기의 대응압력을 계산하

였으며, 이를 근거로 설계압력을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적용하는 안전율 

3을 고려하면 하나로 냉중성자원 진공용기의 설계 압력은 약 15 bar 이다. 이는 최근에 건

설된 OPAL의 냉중성자원 진공용기의 설계압력 16 bar, FRM-II 냉중성자원의 진공용기에서 

설정된 설계압력인 17 bar와 비슷한 수치이다.  

 실험적으로, 배관으로 연결된 두 용기에 화학양론 비의 수소 가스운이 조성되어 있

을 때,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최대 압력은 폭굉 파의 진행방향에 따라 다르

지만 최대 18.5 bar이상은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폭발 반응 동안에는 한 용기 내 압력이 10 bar를 넘지 않으며, 폭

굉이 발생할 경우 용기 벽에서 25~30 bar 정도의 최대압력이 생성될 것으로 문헌 상에 보

고되어 있다.  이는 폭발 반응에 관여한 전 시스템이 가연한계 이내의 수소-산소 가스운이 

조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한 용기에서 폭발이 가스운의 난류도에 의해 폭굉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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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가스운의 농도가 가연한계 이하이면 더 이상의 급격한 압력증가는 발생하지 않는

다.  

 문헌상으로 보고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된 계산에 의해 얻어지는 진공용기의 

설계압력에 보수적으로 약 200%를 고려하였을 때, 어떤 경우에도 진공용기에서 발생되는 

최대압력은 30 bar를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HFIR CNS 의 설계 압력은 19 bar 이며 이 압력은 사고시의 압력이 아니고 

정상상태의 운전 중의 압력 15 bar 에 안전율을 고려한 것이다. HFIR CNS 는 구조 해석 

시에 감속재 용기의 폭발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Fracture mechanics 와 LBB (Leak Before 

Break) 해석을 통해 감속재 용기의 파손 전에 누수를 감지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HFIR CNS 는 Beam tube 에 의해 진공튜브를 감싼 구조로 HANARO CNS 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면이 있으며 고압의 CNS 시설이다.  사고해석을 통해 계산된 Beam tube 

폭굉 해석의 결과 Ps = 71.7 atm 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호주의 CNS 설계개념은 정상운전중의 압력은 3.3 bar 정도이며 감속재 용기의 

폭발 시의 압력은 15.8 bar 정도이고 HFIR CNS 과 비교하여 저압의 CNS 시설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로 냉중성자원 시설의 구조 건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사고해석의 가장 극한 상태인 감속재 용기의 폭발에 대한 해석방법은 2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LBB (Leak Before Break) 해석을 통해 감속재 용기의 파손 전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감속재 용기의 폭발을 고려하며 진공용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수조수 외에 설치되는 계통 설계 시에 폭발에도 진공용기가 

폭발압력을 견디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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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6.1 압력용기 재료 
 

액체수소를 냉중성자 생산을 위한 감속재로 사용할 때 압력용기재료는 액체수소를 

저장하는 감속재 용기와 진공을 유지하며 수소-산소 반응으로 인한 폭발 시 폭발압력을 

견딜 수 있는 진공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감속재 용기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중성자 

흡수율이 작고 감속재와의 반응성이 적어야 하며 기계적 성질과 저온특성이 우수하고, 

방사선 환경에서 잘 견디는 물성을 가져야 한다. 진공용기는 중성자 흡수율이 작고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표 6-1 은 세계 각국 연구용 원자로 냉중성자원의 

감속기용기 재료와 진공용기 재료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감속기용기 재료로는 5000 계와 

6000 계 알루미늄 합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JRR-3M, Orphee)에서는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되었다. 진공용기 재료로는 알루미늄 합금과 Zr 합금이 주로 사용되었다.  

 

표 6-1. Reactor based cold neutron sources and their vessel materials [1] 

Reactor Moderator Vessel Vacuum Vessel Moderator and Pressure 

DIDO, Harwell ZW-1(Mg alloy) Zircaloy-2 L-H2 20K, 1.0 atm 

FRJ2, Julich Al-3Mg(Al5754) Al-3Mg(Al5754) L-H2+L-D2 20K, 1.4 atm 

HFR, ILL, Grenoble Al(99.5%) Zircaloy-2 L-D2 25K, 1.5 atm 

DR3, RISO Al-3Mg Al-3Mg Supercritical 25-35K, 15 atm

Orphee, Saclay A286 
AG3 NET 

(similar to 5052)
L-H2 20K, 1.2 atm 

EL3, Saclay Al-3Mg - L-H2 20K 

NBSR NIST Al6061 T6 Al6061 T6 L-H2 21.7K, 1.5 bar 

HFBR, Brookhaven Al6061 Al6061 L-H2 24K, 5 atm 

RRI, Kyoto A5052 A5052 L-H2 25K, 2 atm 

JRR-3M, JAERI 304 S.S. 304 S.S. L-H2 20K, 1.2 atm 

FRM-II, Munich Al6061 Zircaloy-4 L-D2 20K, 1.5 atm 

HFIR, ORNL Al6061 Al6061 - 

 

(1) 감속재 용기 

일반적인 극저온 액화가스 저장 용기로는 스테인리스 강, Ni base 강,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된다. 체심입방 결정구조를 갖는 금속재료는 기본특성으로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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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에 온도가 낮아져서 연성-취성 천이온도 이하가 될 경우 급속히 연성을 잃고 

취화되어 구조 재료로의 사용이 제한된다. 스테인리스 강은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나타내지 

않는 면심입방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도 및 내식성이 우수하여 액체 수소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극저온 액화가스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Ni base강은 체심입방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이지만 Ni 함량을 증가시켜 연성-취성 천이온도를 낮추어 액화천연가스 저장용기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거대 구조물을 만들 경우 경제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액화천연가스 용기로 사용되나 사용온도가 액화천연가스 온도 

이상으로 제한되어 다른 종류의 액화가스 용기로는 사용되지 못한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면심입방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량재료이며 상온에 비해 저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오히려 더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저온 구조용 재료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높고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강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특수 목적의 

소형용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왕복선의 액체수소 연료탱크로 사용된 것이 대표적인 

이용사례로 꼽히고 있다. 

액체수소 저장 시를 고려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수소와의 반응성이다. 

수소원자는 금속원자와 쉽게 반응하여 Metal-hydrogen이 결합한 금속간 화합물인 

금속수소화물을 형성한다. 금속 재료 내에 금속수소화물이 형성되면 재료가 급속히 

취화되어 쉽게 파괴된다. Wallter [2] 등은 금속재료들에 대해 수소 취화 경향을 정성적으로 

Extreme/Severe/Slight/Negligible 네 단계로 구분한 바 있으며 스테인리스 강과 알루미늄 

합금은 모두 Negligible 단계로 분류되어 수소 취화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밀도가 높고 열전도도가 작아서 핵발열이 크고 또한 중성자 

흡수율이 큰 단점이 있다. 그래서 표 6-1에 나온 바와 같이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의 감속재 

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감속기 용기로 사용될 경우 수소저장용기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재료의 

조사취화 경향이 작아야 한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6000계열이 5000계열에 비해 

조사취화 경향이 작고 6061-T6 합금은 약 3x1027 n/m2의 열중성자 조사량에 대해서 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3].  

 

(2) 진공용기 

진공용기의 경우 액체수소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에 저온이나 수소에 대한 영향은 

재료선정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핵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중성자 흡수율이 작은 Zr 

합금과 Al 합금이 사용되고 있다. 진공용기는 수소-산소 반응으로 인한 폭발 시 구조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폭발 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형상과 두께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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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압력용기의 구조 건전성 평가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 (in-pool assembly)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횡형 (Horizontal 

Type) 또는 종형 (Vertical Type)으로 분류하는데 냉중성자원 시설이 수평방향의 실험공에 

설치될 때는 횡형, 수직방향의 실험공에 설치될 때에는 종형 설치방식이라고 한다. 종형 

설치는 횡형 설치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지만 실험공 벽이나 실험공의 

냉각재 등에 의한 냉중성자의 흡수와 열 제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형 설치 

시에는 감속재 용기를 설치하는 냉중성자용 수직 실험공과 냉중성자 빔이 나오는 중성자 

유도관용 수평 실험공이 원자로 설치 시에 미리 설치되어야 한다. 수조 형식의 원자로에는 

대개 종형 설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감속재 용기로부터 공기의 격리 및 방사선 

차폐에 수조 수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로는 원자로가 open-pool형식이고 냉중성자 감속재를 

설치하기 위한 수직 실험공이 종형으로 되어 있어서 냉중성자원 감속재 설치형식은 

종형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6-1. 하나로에 설치될 감속재 용기와 진공용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설치하게 되는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에 감속재 용기 및 

열교환기, 진공용기로 구성되며 그 형상은 그림 6-1과 같다.  감속재 용기는 수직 설치공의 

형상에 맞아야 하며 열중성자를 냉중성자로 충분히 감속할 수 있는 치수가 필요하다. 

용기의 두께가 두꺼우면 중성자의 흡수가 많아져 냉중성자 속이 줄어들게 되므로 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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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최소의 두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용기의 제원  

감속재 용기의 두께는 중성자의 흡수 및 핵 발열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얇게 하고 

형상은 기계적인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나 회전 타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설계된다. 

하나로에 설치될 감속재용기는 원통형이며 상부와 하부덮개는 반 타원으로 구성되고 상 

하부가 용접으로 결합된다.  

감속재 용기의 내부로는 수소가 흐르고 내부압력은 152 kPa(a)로 유지된다. 용기의 

두께는 1 mm로 균일하며 외경이 132 mm, 높이가 232 mm이다. 감속재 용기의 치수를 그림 

6-2와 표 6-2에 표시하였다.  

 

(232.0 )

195.0 ± 0.1

299.0± 0 .2

31.0 -0.0
-0.1

 

그림 6-2. 감속재 용기 치수 

 

또한 감속재 용기는 그림 6-3과 같이 내부용기가 외부용기 한 측면에 붙어있는 

형태이다. 진공용기의 하단은 하나로의 원자로 수조 수면 위에서 약 10m 아래의 물속에 

위치한다. 진공용기는 감속재 용기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단열과 수소-산소 

화학반응 사고로부터 원자로 반사체탱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진공용기는 중성자 가열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두께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중성자 가열에 

의하여 진공용기에서 발생되는 열은 진공용기 외부의 수조수 (경수)의 순환에 의해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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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감속재 용기 3 차원 형상 

 

표 6-2. 감속재 용기의 치수 

Content Dimension(mm)

Moderator vessel outer diameter 132 

Moderator vessel length 232 

Moderator vessel thickness 1 

 

진공용기 하단부에는 외부에 둘러싸인 물의 깊이에 의한 약 200 kPa(a)의 수두압력이 

작용한다. 감속재 용기를 둘러싸는 진공용기의 하단부는 반구형 캡으로 설계되었으며 

상단은 원자로 용기 위로 길게 뻗어져 2.77 m의 길이를 갖는다. 진공용기의 두께는 5 

mm로서 기타 치수는 표 6-3에 표시되었다 [4]. 진공용기의 형상은 그림 6-4에 나타내었으며 

상부 끝단은 밀봉되어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한다.  

 

표 6-3. 진공 용기의 치수 

Vacuum Chamber Dimension(mm)

Outer diameter of the upper part 250 

Outer diameter of the lower part 156 

Vacuum chamber length 2770 

Vacuum chamber thicknes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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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진공 용기의 2 차원 형상 

 

(2) 감속재 용기 구조해석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In-pool Assembly)의 감속재 용기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감속재 용기는 NNS(Non-Nuclear Safety)로 분류되었으나 감속재 용기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석에 의한 설계(Design by Analysis)개념을 도입한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Sub-section NB 의 설계 요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다. 감속재 용기에 사용된 재료는 AL 6061-T6 이다. 물성치는 ASME Section II, Part 

D 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고, 온도를 초과하는 것은 외삽하여 사용하거나 보수적인 값을 

적용하였다[1]. 감속재 용기는 형상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1/2 로 유한요소 모델링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총 요소의 수는 31,332 개이며, SOILD45 요소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감속재용기의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6-5 에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은 2 중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고 대칭면에 대칭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액체수소의 질량은 감속재 용기에 분포질량으로 고려하였다. 하중 및 하중조합은 감속재 

용기 설계시방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 설계하중, Level A 및 Level B 의 운전하중이 

고려되었고 운전기준 지진하중은 각 방향의 가속도를 축방향 1.5g, 수평방향 0.5g 로 

가정하여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을 고려한 단면은 그림 6-6 에 

나타내었는데 모두 10 개의 단면이다. 고려된 단면은 최대응력을 나타내는 지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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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감속재용기 유한요소해석 모델                그림 6-6. 감속재용기 응력해석 고려 단면 

   

  감속재 용기는 고려된 하중조합 조건에 대하여 ASME Code 에서 규정하는 

응력강도한계를 만족하였다. 최대응력 지점은 Design condition, Level A, Level B 모두 단면 

C 에서 나타났다. 설계하중에서의 응력강도분포는 그림 6-7 에 나타내었으며 두께방향의 

최대 막응력(Pm) 값은 65.9932 MPa,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합(Pm + Pb)은 98.2263 MPa 로 

단면 C 에서 발생하였다. Level A 운전하중에서 응력강도분포는 그림 6-8 에 표시하였으며 

1 차응력과 2 차응력의 합(P + Q)은 61.8939 MPa 로 단면 C 에서 발생하였다.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 결과를 표 6-4 에 요약하였다 [2].  

 

 

            

그림 6-7. 설계하중의 응력강도분포(내부)    그림 6-8. Level A 운전하중의 응력강도분포(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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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감속재 용기의 응력해석 결과  

Section Condition Position Stress Intensity [MPa] Allowable Stress [MPa] 

Pm  65.9932 Sm = 96.5266 

Inside 90.3601 

Center 65.9932 

Design 

Condition Pm+Pb 

Outside 98.2263 

1.5 Sm = 144.7899 

Inside 56.9654 

Center 41.5258 Level A P+Q 

Outside 61.8939 

3 Sm = 289.5798 

Inside 81.3312 

Center 59.4111 Level B P+Q 

Outside 88.4281 

3 Sm = 289.5798 

Pm: Primary membrane stress intensity, Pb: Primary bending stress intensity 

P: Primary membrane plus primary bending stress intensity, Q: Secondary stress intensity 

 

(3) 진공용기 구조해석 
 진공용기의 상부 용기는 외경이 φ 250 mm, 두께가 5 mm이고, 길이가 1590 mm이

다. 진공용기 장전 플랜지는 부채모양으로 외경이 φ 380, 두께가 20 mm이다. 하부 용기는 

외경이 φ 156 mm, 두께가 5 mm이고, 길이가 1110 mm이다. 하부 지지봉은 외경이 φ 40 mm

이고, 길이가 432 mm이다.  진공용기의 구조해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설계온도 120℃에서 

설계압력이 500 kPa(a), 운전압력이 300 kPa(a),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의한 최대 압력이 

3000 kPa(a), 시험압력이 625 kPa(a)이다.  진공용기의 응력을 고려한 해석단면은 그림 6-9

에 나타내었는데, 모두 13개의 단면이다.  

  진공 용기는 Safety Class 3으로 분류되어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SubⅢ -section ND, 2004 Edition, 2004 Addenda의 설계 요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진공 용기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피로해석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석에 의한 설계

(Design by Analysis)개념을 도입한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SubⅢ -

section NB, 2004 Edition, 2004 Addenda의 설계 요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다. 설계 요건

에 따라 해석을 수행한 결과 상응하는 조건에 대해서 표 6-5와 같이 ASME에서 규정하는 

응력한도를 만족한다. 최대응력 지점은 Design condition, Level A, Level B, Level D, Test 

condition에 대해 모두 단면 B에서 나타났다. 또한 누적피로계수(CUF)도 최대값이 0.00034

로 단면 B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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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nside Node Outside Node

A 20823 20824 

B 21076 21006 

C 14760 15775 

D 14746 15761 

E 511 663 

F 515 1465 

G 1287 1275 

H 2065 2125 

I 2003 2004 

J 3180 3168 

K 7958 5401 

L 7427 7235 

M 7410 7206 

그림 6-9 진공용기의 응력을 고려한 단면 

 

(4) 수조내기기의 내진해석   

 수조내기기의 내진해석은 진공용기(Vacuum Chamber), 감속재용기(Moderator Cell), 

진공용기 내 열교환기(Heat Exchanger),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배관(Transfer 

tube), 진공용기 외부 배관 및 관련 계통과 연결되는 연계 플랜지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 전체 구조물에 대한 모달해석을 수행한 결과 1 차 고유진동수는 

71.84 Hz 로 요구 응답 스펙트럼(required response spectra: RRS)의 차단진동수(cutoff 

frequency)인 33 Hz 를 초과하는 값을 보였다. 추가로 진공용기 및 진공용기 상부의 배관을 

제거한 후 진공용기 내부구조물인 열교환기와 감속재 용기 및 배관을 대상으로 모달해석을 

수행한 결과 1 차 고유진동수는 42.06Hz 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도 33Hz 를 초과하는 값을 

보였다. 따라서 내진해석을 위해서는 강성기기의 해석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 방향으로 인가되는 가속도는 X, Y 방향으로는 1g (9.81m/s2)로 Z 방향으로 

2g (19.62m/s2)로 가정하였다. 

 수조내기기 전체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6-10 과 같으며 내부구조물은 그림 6-

11 에 표시하였다. 진공용기 하단의 지지봉은 3D solid structure(Solid 45) 요소를 이용하였고 

열교환기 내부의 세관질량과 added mass 및 hydro mass 는 mass structure(Mass 21)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그 이외의 구조물인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배관, 감속재용기 등은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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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Shell 63)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Added mass 는 진공용기 전체 체적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을 계산하여 적용하였으며 hydro mass 는 전체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유체의 질량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전체 구조물의 경계조건은 원자로 구조물과 고정되는 

진공용기 상단 부분은 수평방향인 X 방향과 Y 방향으로 구속하였으며 수직방향인 Z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도록 구속을 하지 않았다.  

 

표 6-5. 진공용기 구조해석 결과  

Service Condition Position 
Stress Intensity 

[Pa] 

Allowable Pressure 

[Pa] 

Pm  1.5406E+07 Sm=9.2389E+07 

Inside 1.5027E+07 

Center 1.5406E+07 

Design 

Condition Pm+Pb 

Outside 1.5787E+07 

1.5 Sm=1.3858E+08 

Inside 9.0228E+06 

Center 9.2592E+06 Level A P+Q 

Outside 9.4982E+06 

3 Sm=2.7717E+08 

Inside 9.0264E+06 

Center 9.2728E+06 Level B P+Q 

Outside 9.5209E+06 

3 Sm=2.7717E+08 

Pm  9.8658E+07 0.7 Su=2.0271E+08 

Inside 9.6507E+07 

Center 9.8658E+07 
Level D 

Pm+Pb 

Outside 1.0091E+08 

1.05 Su=3.0406E+08 

Pm  1.9180E+07 0.9 Sy=2.1718E+08 

Inside 1.8762E+07 

Center 1.9180E+07 
1.35 Sy=3.2578E+08 

Test Condition 
Pm+Pb 

Outside 1.9598E+07 
2.15 Sy-1.2 Pm 

= 3.8082E+08 

Condition Section Position CUF Allowable 

Inside 0.00027 
Fatigue B 

Outside 0.0003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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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구조물에 대한 모달해석 결과 1 차 고유진동수는 71.84Hz 로 나타났으며 

모드형상은 그림 6-12 에 나타내었다. 추가로 진공용기 및 진공용기 상부의 배관을 제거한 

후 진공용기 내부구조물인 열교환기와 감속재 용기 및 배관을 대상으로 모달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1 차 고유진동수는 42.06Hz 로 나타났으며 그림 6-13 은 내부구조물에 

대한 1 차모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조내기기 전체구조물에 대한 내진해석을 수행한 후 

감속재용기와 열교환기 상단 및 하단 연결부위에서의 하중 및 모멘트를 표 6-6 에 

요약하였다[3]. 

 

       

그림 6-10. 수조내기기 전체 구조물 형상      그림 6-11. 수조내기기 내부 구조물 형상   

 

    

그림 6-12. 전체구조물 1 차모드형상(71.84Hz) 그림 6-13. 내부구조물 1 차모드형상(42.06Hz)  

 
(5) 수조내기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  

냉중성자 수조내기기에 대한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는 급격파괴손상으로부터 

수조내기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는 

수조내기기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공용기 및 감속재용기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또는 비파괴검사 지시 값에 대한 판정기준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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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누설 감지계통 및 주기적인 검사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조내기기에 

대한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는 다음의 3 가지 파괴역학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즉 취약부위에 대한 확률론적인 파괴역학적 평가,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개념의 파괴역학적 평가, 결함평가선도(Flaw Assessment Diagram) 평가이다.  진공 

용기 및 감속재 용기의 확률적 파괴 계산은 사용 적합성에 관한 API 코드 지침서를 기초로 

하였다. 균열밀도에 대한 분포함수는 균열크기에 대한 분포함수에 계수 1.4 를 곱한다. 

파괴인성은 평면응력 상태에 대해서 계수를 1.7 배까지 증가시켰다가 API 코드의 권고에 

따라 1.4 배 감소시켜서 조정하였다 [4]. 진공 용기 및 감속재 용기의 가장 얇은 벽두께는 

5.0 mm 및 1.0 mm 이다. 여러 내부압력은 최대 응력 강도(Pm+Pb)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며 

API 코드 하중 계수 1.6 을 사용하였다. 진공용기 및 감속재용기의 해석결과는 그림 6-14 

및 6-15 에 표시하였다 [5]. 

 
표 6-6. 수조내기기 내진해석 결과 

해석 부위 변수 X 방향 Y 방향 Z 방향 

하중(N) -9.0750  -9.0740  -18.150 
 감속재 용기 상단 

모멘트(N.m) -18.36992 18.36293 0.4479129E-02 

하중(N)  -155.2057 -155.2020 -310.4240 
 열교환기 상단 

모멘트(N.m)  -86.84140 86.97977 -0.6737680E-01

하중(N)  -15.69815  -15.69714 -31.39638 
 열교환기 하단 

모멘트(N.m) -27.31199 27.30710 0.342471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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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4 진공용기 상부의 파괴확률                     그림 6-15 감속재용기의 파괴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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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용기 및 감속재 용기의 취화 상태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직접 확률 적분법을 사용하여 

파괴확률평가를 수행하였다. 감속재 용기 설계구조는 파단 전 누설(LBB)조건을 만족하며 

어떠한 파국적 파괴도 누설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FAD 평가를 통한 파손경로 계산은 방사선 조사 후 감속재 용기 벽의 파손 양상이 파열에 

의한 파손에서 취성 파괴에 의한 파손으로 변화될 것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재료의 

물성치가 ASTM 기준규격에 만족한다면 진공용기 및 감속재 용기의 파괴역학적 건전성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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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냉중성자 시설의 수소계통 및 관련계통 

7.1 기술현황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개발을 위한 설계 요건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계통에 대한 안전등급과 내진등급, 품질등급 및 기본 설계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  

시설계통은 기본적으로 감속재로 사용되는 수소의 순환 구동을 위한 수소계통과 

단열을 위한 진공계통, 기화된 수소를 액화시키기 위한 헬륨냉동계통, 계통 내외의 누설 

차단을 위한 가스블랭킷계통 및 냉중성자원 제어를 위한 계측제어계통 등이다. 

수소계통 및 수소관련계통은 수소 가스의 누출 및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등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leak-tight 개념을 도입하여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 차단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안전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건조 중이거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냉중성자원 시설들에 

대한 계통 기술현황과 설계특성을 분석하여 안전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7.2 수소계통 
 

일반적으로 감속재는 중성자에 대한 감속능력이 큰 수소나 중수소가 사용되나, 

하나로에 설치될 냉중성자원 시설은 현재 설치된 원자로를 개조하지 않고 냉중성자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중수소에 비해 부피가 적은 수소를 감속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관련 

수소계통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감속재로 사용되는 수소는 수조내기기 내에서 2 Phase 

상태이며, 기체상태의 수소가 열교환기에서 저온의 헬륨 가스에 의해 액화되는 열사이펀 

순환방식으로 구동된다. 계통 내의 수소는 순도 99.999% 이상을 사용한다.  

수소계통은 수소 가스의 누출 및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등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leak-tight 개념을 설계에 적용하며, 내진등급 II, 품질등급 T 로 

규정하였다 [1]. 

수소계통은 감속재 용기와 열교환기, 연결배관으로 구성되는 열사이펀 루프와 valve 

manifold 를 포함하는 수소박스 및 배관 그리고 대기 운전상태에서 기화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수소버퍼탱크로 구성되며, 수소의 시료 채취 및 충전/배기를 위한 

연결배관과 가스분석기, 계통 유지보수를 위해 계통 내 수소제거를 위한 metal hydride unit, 

수소공급시설 연결 장치 등의 부속설비들이 추가된다.  

수소 퍼지용 이동식 진공배기장치와 각종 밸브, 감속기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을 감시, 

기록 및 제어를 위한 계기류를 박스로 밀폐하여 외부로부터 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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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수조내기기와 수소박스, 연결배관 그리고 수소버퍼탱크를 격리하기 

위해 헬륨블랭킷을 설치하여 수소계통의 안전성을 높였다. 즉,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헬륨가스 블랭킷으로 차단하여 외부 공기의 

계통내 유입 및 산소와의 화학반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metal hydride 

unit 사용 후에 수소계통 내 잔류된 수소가스 배기 시에는 압력조절기가 장착된 헬륨가스 

공급시설로부터 헬륨을 공급받아 희석한 후 진공펌프에 의해 배기수집탱크로 유입된 후 

혼합 가스 중 수소의 농도가 4%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질소가스와 혼합한 후 

원자로실 내로 방출시킨다. 계통 내 수소의 충전/배기 절차는 프로그램 제어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작되도록 하여 계통 내로의 공기 유입, 수소가스의 계통 외로의 이상 유출, 

계통 내 수소 가스의 과잉 충전을 방지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수소계통의 운전조건에 따른 

운전압력은 정상운전상태에서 152 kPa(a)이고 대기운전상태에서 305 kPa(a)이다 [1]. 

 

7.3 수소관련계통  
 

(1) 진공계통  

진공계통의 운전조건을 위한 공정 진공도는 10-5 Torr 이며, 도달 진공도는 10-6 

Torr 이다. 계통의 주요 설비는 Train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운전과 대기상태 각각 하나씩 

설치하며, 일차펌프는 윤활유가 필요 없는 스크롤 타입의 진공 펌프를 사용하며, 고진공 

펌프는 터보펌프를 사용한다. 진공계통은 감속재인 액체수소와 감속재용기 등 냉중성자원 

극저온 부품들의 단열을 목적으로 진공용기 내에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진공박스, 펌프 스테이션, 연결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진공계통내의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헬륨 또는 질소에 의한 블랭킷층으로 격리한다. 질소로 블랭킷되는 펌프 

스테이션에는 계통내의 초기 진공확보를 위한 진공펌프 조합과 각종 밸브 및 진공압력 

감시와 진공펌프의 운전제어를 위한 각종 계기류가 설치되며, 진공박스와 펌프스테이션은 

외부로부터 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진공계통과 

배기수집탱크와의 연결 배관상에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부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함은 물론 배관 내를 헬륨가스로 충전한다. 배기가스는 

별도의 수소검출기에 의하여 감시되며, 수소가스 검출 시에는 압력조절기가 장착된 

질소공급시설로부터 혼합 가스 중 수소의 농도가 4%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질소를 

공급받아 희석된 후 원자로실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가스블랭킷계통  

가스블랭킷계통은 수소계통으로의 외기 및 수조 내 냉각수의 유입방지 및 

진공계통으로의 외기유입 차단, 진공용기의 누설감시,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각종 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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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에 질소를 공급하며, 수소 배기 시 필요한 질소가스를 공급하는 설비로 구성된다. 

가스블랭킷계통의 운전압력은 헬륨가스의 경우 고압계통 180 kPa(a), 저압계통 130 

kPa(a)이며, 질소 가스의 경우 고압 계통 600 kPa(a), 저압계통 130 kPa(a)이다. 헬륨과 

질소 가스의 저장설비 압력은 13,000 kPa(a)로 설정하였다. 가스블랭킷계통은 헬륨과 

질소에 의한 블랭킷으로 분류되며 질소는 작업온도가 상온인 경우에 적용되며, 냉중성자원 

운전 중 저온 수소가스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헬륨가스를 블랭킷가스로 사용한다.  

질소공급계통은 외기유입방지를 포함한 계통 보호용으로 진공계통의 진공박스와 

수소박스 등에 130 kPa(a)가 적용되며, electro-pneumatic valve actuator 구동용 질소는 

별도의 질소충압탱크에 저장된 후 밸브별 필요 압력에 맞게 감압되어 공급된다. 한편, 헬륨 

공급계통은 외기유입방지를 포함한 계통보호용으로 수소계통의 수조내기기와 수소박스간 

연결배관에 180 kPa(a), 진공계통의 진공압력용기와 진공박스간 연결배관에 180 kPa(a)를 

적용하며, 수소계통내 잔류 수소를 희석하기 위한 용도에는 130 kPa(a)를 적용한다.  

가스블랭킷계통은 정상운전상태에서는 가스의 순환이 발생하지 않아 거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계통의 특성상 대량의 누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계통의 이상현상 

발생시에도 진공박스 또는 수소박스에 공급되는 질소의 공급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냉중성자원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의 

운전절차를 수동조작으로 설계하였다 

 

(3) 계측제어계통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정상운전은 하나로 원자로 제어실에서 수행되며, 원자로실 

내에 위치하는 CNS 계측실에 별도의 운전용 조작반을 설치하여 시설의 기동, 정지, 조작, 

감시 등을 수행한다.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계측 및 주제어시스템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며, 원활한 정보처리 및 표시가 가능하도록 첨단의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며, 

원자로정지에 다중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지판넬을 설치한다. 그림 7-

1 은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계측제어 계통도를 나타낸다. 

주제어시스템은 전송기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입력부, 컴퓨터제어장치 공정 제어 

알고리즘, 공정기기에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출력부로 구성된다. 주제어시스템은 신뢰성을 

갖기 위해 이중화 구조로 구성이 되고, 컨트롤러 스테이션 장치를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도 이중으로 구성된다. 시스템내의 모든 운전정보는 CNS 계측실과 하나로 

주제어실의 운전원 스테이션으로 전송되며 상시 감시가능하다.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정상운전은 하나로 제어실에 위치하는 통합 운전원 조작반(원자로 및 활용시설 통합 

제어반)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주제어시스템은 통합 운전원 조작반과 CNS 계측실에 

위치하는 운전원 조작반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제작사에서 일괄 공급하는 

헬륨냉동기와 같은 공정기기는 같이 공급된 현장 제어반에 의해서 제어할 수도 있고, 또한 



 56

CNS 계측실에서 수동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경보 및 기록자료의 인쇄를 위해 프린터는 

하나로 제어실에 설치되며 또한 이중화된 통신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주제어시스템은 운전원 스테이션 레벨과 컨트롤러 스테이션 레벨로 구분하고 두 레벨을 

이중화된 통신네트워크로 연결한다. 

 

 

그림 7-1.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계측제어 구성도 

 

냉중성자원 시설에 의한 원자로 정지에 다양성 및 신뢰성을 가지기 위하여 Trip 

unit 과 Relay 논리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정지판넬을 설치하여, 원자로정지 신호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된 하나로 원자로 제어 계통 (RRS-Reactor Regulating System) 

시스템의 제어봉 삽입을 위한 전원차단장치와 연계된다. 정지 판넬 전면에 긴급상황 시 

수동으로 시스템 정지가 가능한 비상정지 누름 버튼을 설치한다. 비상 정지 누름 버튼이 

작동되면 운전원이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작동 상태가 유지된다. 

  주제어시스템은 냉중성자원 시설의 제어 및 감시기능뿐 만 아니라 원자로 및 

냉중성자원 시설의 주요기기에 대한 정지 기능을 수행한다. 냉중성자원 시설에 의하여 

원자로와 냉중성자원 시설 주요기기를 정지시키는 신호는 수소압력 고신호와 수소압력 

저신호이다. 냉중성자원 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기능에 다중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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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주제어시스템과는 별도의 정지판넬을 설치하여, 주제어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원자로 정지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부여한다. 원자로 정지와 냉중성자원 

시설의 주요기기 정지와 관련한 계통은 비안전 (Non-Nuclear Safety) 등급으로 설계되지만, 

신뢰성 증대를 위하여 관련 계측기들을 모두 3 중화하였으며, 2 out-of 3 논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지신호를 발생시킨다. 냉중성자원 시설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하나로의 원자로 

제어계통과 연계되며, 정지변수 측정치가 정지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 원자로 제어계통의 

제어봉 구동용 마그네틱 클러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제어봉을 낙하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그림 7-2 는 제어 및 정지논리도를 나타낸다.  

 

 

 

그림 7-2. 제어 및 정지 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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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소관련 초기사건 

  

냉중성자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진공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한다면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냉중성자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원자로의 정지가 요구됨은 

원자로 보호가 아닌 냉중성자원의 보호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냉중성자원에 의한 

원자로의 정지기능은 원자로의 보호계통이 아닌 원자로 제어계통에 연계되어 있다. 

 

8.1 초기사건의 선정 

 

사고경위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고경위의 초기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다. 

초기사건이란 기기 혹은 계통의 이상이나 운전원 실수에 의해 야기되는 가상사고이다. 각 

계통별 분석대상 초기사건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 8-1 에 요약되어 있다.  

표 8-1 의 사고진행 및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상되는 사고는 간단히 

안정되거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진공용기 내 수소-산소 화학 반응, 

헬륨냉동계통의 헬륨흐름 저하는 분석이 요구되는 사고이다. 진공계통과 

가스블랭킷계통에서 틈이 발생하여 진공용기 내로 산소가 유입되고 수소계통에서 틈이 

발생하여 진공용기 내로 수소가 누출되면 수소-산소 반응이 발생하여 진공용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헬륨냉동계통에서 헬륨흐름이 저하되면 수조내기기의 발열량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냉중성자원 외부로의 수소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도 분석이 요구된다. 

 

8.2 진공용기 내 수소-산소 화학 반응 

             

수소-산소 화학 반응으로 인한 원자로 수조 내에 존재하는 진공용기의 건전성 손상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소-산소 화학 반응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수소-산소 

화학 반응이 진공용기 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유입과 수소누출이 발생해야 한다. 

산소유입은 진공배관으로부터 유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소누출은 수조내기기 내 수소계통 

경계에서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헬륨블랭킷으로 둘러싸인 이중배관 구조인 진공배관에 헬륨블랭킷 경계가 손상되고, 

진공배관에 틈이 발생하면 공기가 진공배관 내로 유입된다. 유입된 공기는 저온의 

감속재용기 표면에 응고된다. 만약 공기의 유입속도가 클 경우, 진공계통 내의 진공도가 

저하되고 수조내기기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이 증가하여 액체수소 비등에 의해 

수소계통압력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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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냉중성자원 시설의 초기사건 목록 

 

구성 성분/

계통 

초기사건 

종류 

냉중성자원 

운전조건 
사고 진행 및 결과 

진공용기 내 

경수 유입 
정상운전 

 진공용기 혹은 배관 상에 발생한 틈에 의해 유입

되는 경수는 저온의 감속재용기 표면에 응고되며, 

경수의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속재용기 표면상

에 생긴 얼음이 성장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성장

된 얼음기둥에 의해 진공용기와 감속재용기가 연결

될 수 있다. 진공용기 외부는 상온부에 둘러싸여

있어서, 감속재용기에 부하되던 발열량이 급작스럽

게 증가하게 되고, 액체수소비등이 시작된다. 액체

수소비등으로 수소계통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수소

계통 고압력에 의해 원자로는 정지된다. 

진공배관 내 

공기 유입 
정상운전 

 헬륨블랭킷으로 둘러싸인 이중배관 구조인 진공배

관에 헬륨블랭킷의 경계가 깨지고, 진공배관에 틈

이 발생하여 공기가 진공용기 내로 유입된다. 유입

된 공기는 저온의 감속재용기 표면에 응고된다. 만

약 공기의 유입속도가 클 경우, 진공계통 내의 진

공도가 저하되고 수조내기기에 열침입량이 증가하

게 되어 액체수소비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소계

통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수소계통 고압력에 의해

원자로는 정지된다.  

진공계통 

진공펌프 

고장 
정상운전 

 진공계통은 두 개의 진공펌프채널로 구성되어 있

어서 운전 중이던 진공펌프가 오동작 되더라도 자

동적으로 공정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펌프가 운전된다. 만약 모든 진공펌프가 오동작 된

다면, 진공펌프 전단에 있는 밸브가 닫혀 진공용기

내의 진공도의 저하속도를 최소화시킨다. 최저요구

진공도가 유지되는 동안, 진공펌프의 수리가 불가

능하면, 진공계통내의 진공도 저하에 의해 수소계

통압력이 상승하며 수소계통 고압력에 의해 원자로

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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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냉중성자원 시설의 초기사건 목록 (계속) 

 

구성 

성분/계통 
초기사건 종류 

냉중성자원

운전조건 
사고 진행 및 결과 

헬륨기체 

유입온도 상승 
정상운전 

 터빈의 성능이 저하되어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헬륨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감속재용기

및 감속재에 부하되던 발열량을 적절하게 제거

하지 못하게 되어 수소계통압력이 상승하며, 정

지변수인 수소계통 고압력에 의해 원자로는 정

지된다.  

헬륨기체 

유입온도 저하 
정상운전 

 냉동기 제어계통의 오작동으로 열교환기로 유

입되는 헬륨기체의 온도가 14 K 이하이면, 응축

된 수소는 열교환기 튜브 측 및 하부 플레넘에

응고되어 열교환기에서 적절한 열제거가 되지

않고 수소계통압력이 상승한다. 따라서 원자로

는 수소계통 고압력에 의해 정지된다. 

헬륨냉동계통의

헬륨흐름 저하 
정상운전 

 저온헬륨배관의 경계가 깨지거나 압축기의 고

장으로 인해 냉동계통에서 헬륨 흐름이 저하되

면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던 발열량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소계통압력이 증가하고, 수소

계통 고압력에 도달하면 원자로는 정지된다. (초

기사건 선정) 

헬륨냉동 

계통 

원자로 과출력 
정지 또는

정상운전 

 원자로 최대 과출력은 정상 최대출력의

129.3%이며, 이때에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는 발

열량은 1100 W에서 1422.3 W로 증가한다. 현재

냉동계통의 최대 냉동능력은 1500 W이므로, 과

출력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있는 냉동용량

으로 냉중성자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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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냉중성자원 시설의 초기사건 목록 (계속) 

 

구성 

성분/계통 
초기사건 종류 

냉중성자원

운전조건 
사고 진행 및 결과 

진공용기 내로 

진공배관의 블랭

킷가스 유입 

정상운전 

 블랭킷에 발생한 틈으로 진공용기 내로 유입

되는 헬륨가스는 순간적으로 진공계통의 진공도

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연속운전중인 고진공

펌프에 의해 배기된다. 

공기 중으로 진

공배관의 블랭킷

가스 누출 

정상운전 

 블랭킷가스는 대기압보다 높게 충전되어있으며, 

블랭킷의 외각에 틈이 발생하여 가스가 공기중

으로 누출된다고 하더라도 냉중성자원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수소계통 내 블

랭킷가스 유입 
정상운전 

 냉중성자원이 정상운전 중일 때의 수소계통의

압력은 152 kPa(a)이므로 수소배관에 틈이 발생

하면, 블랭킷가스는 수소계통 내로 유입되나 유

입된 블랭킷가스는 냉중성자원의 안전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가스블랭킷계통 

내 수소 유입 
정지 

 가스블랭킷계통 압력(180 kPa(a))은 냉중성자원

정지시 수소계통 압력(305 kPa(a)) 보다 낮아서

수소배관에 틈이 발생하면 수소가스가 가스블랭

킷계통으로 유입되어 블랭킷가스의 압력을 상승

시키나 원자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가스블랭킷 

계통 

공기 중으로 수

소배관의 블랭킷

가스 누출 

정상운전 

 블랭킷가스는 대기압보다 높게 충전되어있으며, 

블랭킷가스 외각에 틈이 발생하여 가스가 공기

중으로 누출된다고 하더라도 냉중성자원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진공계통 

및 

수소계통 

진공용기 내 수

소-산소 반응 

정상운전 

또는 정지

 진공계통과 수소계통의 경계손상으로 진공용기

내 수소-산소 화학 반응(초기사건 선정) 

냉중성자원 

외부 
화재 

정상운전 

또는 정지

 수소계통과 가스블랭킷계통의 경계 손상으로

냉중성자원 외부에서 화재 발생 (초기사건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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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냉중성자원 시설의 초기사건 목록 (계속) 

 

구성 

성분/계통 
초기사건 종류 

냉중성자원

운전조건 
사고 진행 및 결과 

수소 충전 과정

에서 수소 누출 
정지 

 수소충전 중에 수소가 누출되는 경우 주변에

점화원이 존재한다면 제트화재 또는 화재가 발

생할 수 있으며, 또한 원자로실 상부로 확산되

어 수소가스운을 생성시킬 수 있으나 수소농도

가 최저화염한계 이하로 조성되므로 원자로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수소배관 경계 

손상 
정상운전 

 수소계통 경계가 깨진 경우, 수소누출 시 마찰

에너지에 의해 누출되는 수소가스는 점화될 수

있으며, 생성된 제트화재 또는 화염은 수소누출

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다가 소멸된다.  

수소계통에 충전

된 수소 내 산소 

불순물과 수소의 

반응 

정상운전 

 보수적으로 수소 내 모든 불순물이 산소이며, 

산소가 냉중성자원 정상운전 중에 감속재용기

내로 모인다고 가정하고 점화원이 존재하여 국

부적인 영역에서 연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냉중성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수소계통 

수소계통 보수 

과정에서의 계통 

내 잔류된 수소 

누출 

정지 

 수소계통 보수과정 전 계통 내의 수소는 수소

저장설비에 관리되며, 계통 내에 잔류되는 수소

량이 보수과정에서 운전원의 실수로 외부로 누

출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소량이며 확산되어 연

소가 발생할만한 가스운을 조성하기는 어려우므

로 원자로 및 냉중성자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

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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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배관에는 압력계가 있어 진공배관 틈의 발생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진공배관에 틈이 발생하면 압력계에 의해 운전원이 진공도 저하를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압력계가 감지할 수 없거나 압력계의 고장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공용기 내부로 산소가 유입된다. 이와 함께 수조내기기의 

수소계통 경계에서 수소누출이 발생하고 마찰열과 같은 점화원이 존재한다면 수소-산소 

반응에 의해 폭연(Deflagration)이나 폭굉(Deton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폭굉 반응 

시 최대압력은 3 MPa 이하로 평가되었으므로, 냉중성자원 진공용기가 3 MPa 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면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8.3 헬륨냉동계통의 헬륨흐름 저하 

 

저온 헬륨배관의 경계 손상 혹은 압축기의 고장으로 인해 냉동계통에서 헬륨 흐름이 

저하되면, 수조내기기에 부하되던 발열량을 제거하지 못하므로 수소계통의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수소계통 압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압력계가 고장 상태라면 정지신호는 발생되지 

않고 원자로는 계속 운전된다. 또한 열교환기에서 열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속재용기의 온도가 증가하여 용융점에 도달할 수 있으나 감속재용기가 용융되더라도 

진공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은 유지된다. 그러나 감속재용기 용융이 발생하면 수소 가스가 

진공용기내로 누출되고 진공배관에 틈이 발생하면 산소가 진공용기 내로 유입되어 수소와 

산소가 혼합될 수 있다. 이때 누출되는 가스의 마찰에너지에 의해 수소-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는 8.2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8.4 냉중성자원 외부화재  

 

냉중성자 연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경우와 

냉중성자원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또는 배관이나 밸브를 통해 수소 누출이 

발생하고 점화원이 존재하였을 경우이다. 이 가운데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소규모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화시설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므로 분석을 생략하였다.  

냉중성자원 외부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으로 인해 수소버퍼탱크의 온도가 상승하여 

압력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승된 압력이 내부탱크의 설계압력을 초과하면 

탱크가 파열되면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폭발로 인해 주변기기의 구조적 손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로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관이나 밸브를 통해 수소누출이 발생하고 점화원이 존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화재는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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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계통에서 수소누출이 발생할 경우 압력계를 통하여 수소누출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계통은 블랭킷에 의해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의 

수소누출 확률은 매우 낮다. 수소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기운은 순간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운 폭발이나 플래쉬 화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수소가 누출되는 순간 마찰열이나 원자로실 주변에 존재하는 전기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가 될 경우 제트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시 하나로에 설치된 

화재 수신반에 의해 운전원이 화재 발생을 인지하여 소화전, 스프링클러, 할론 (Hallon) 

설비,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다. 만약 운전원에 의한 초기 

화재진압이 실패하더라도 화재진압을 위한 비상조직의 가동과 소방대원의 출동을 통해서 

화재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전파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가압용기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냉중성자원의 시설계통 일부가 구조적 

손상을 입을 수는 있으나 하나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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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중성자의 독특한 산란특성을 이용하여 나노 영역의 물질구조 연구 및 meV 영역의 

저에너지 동역학 연구를 위한 시설인 냉중성자원 연구시설의 냉중성자원은 감속재로서 약 

22K의 수소가스를 사용하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반사체 탱크에 설치 될 것이다. 

 

(1) 하나로 냉중성자원의 경우에는 계통 상의 수소운전압력 (0.15 MPa의 액화수소) 및 

사용량(4 m3 미만의 압축가스)이 고압가스관리법에서 규제하는 기준(0.2 MPa 이상의 

액화가스 및 액화가스 ≥ 5톤, 압축가스 ≥ 500 m3)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고압안전가스 

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  

 

(2) 하나로 냉중성자원에서 수소-산소 화학반응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타 

연구시설 즉 HFIR, NBSR, OPAL, JRR-3M, FRM-II등의 냉중성자원에서 수행한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하나로 냉중성자원 설계에 반영하였다.  

 

(3) 냉중성자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산소 화학반응에 대한 영향 평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냉중성자원 및 원자로의 건전성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하나의 배관 양 끝 단에 각각 다른 부피의 용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수행된 수소-

산소 화학반응 실험 결과 

-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AICC 기법 및 equivalent TNT detonation methodology 기법 

-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폭발압력을 고려하여 압력경계인 진공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기법 (이를 근거로 진공용기 설계압력 설정) 

 

(4) 수소계통으로부터 수소가 누설되었을 때 수소가 존재할 수 있는 진공계통은 leak-

tight 개념으로 설계함은 물론 계통상의 누출발생 감지를 위해 계통의 외곽을 질소 및 

헬륨가스를 사용하여 블랭킷 층을 형성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수소가스의 외부 누출 및 수소-

산소 화학반응 등에 의한 폭발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5) 수소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초기사건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중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냉중성자원 및 원자로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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