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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약문 

1. 제목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중대 사고 후기 노심 용융 현상에 대한 연구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대 사고에서는 근본적으로 발열 기체/ 액체 및 고체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냉각수에 의한 영향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물리적 상변 

화에 화학 반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노심 용융 초기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현상학적인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해서는 불확 

실성으로 인해 진행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I 프랑스 

동의 선진국에서는 중대 사고에 관한 연구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자로 용기 

파손 전까지를 다루는 노심 용융 후기 과정은 중대 사고의 완화 측면에서 볼 때 사 

고 발생 과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며/ 이 시기에 취한 조치에 따라 격 

납 건물로의 방사능 물질 누출 여부와 정도가 결정된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중대 사고 완화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산 코드 모텔 및 실험 데이터 평가를 통해서 노심 용융 후 

기 과정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I.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노심 용융 후기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전산 코드 모텔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현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심 용융 현 

상에 대한 현상학적 지식을 축적한 후 기존 실험 결과의 분석을 통해 사고의 진행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을 구분하여 해당 현상의 모델링이 전산 코드에서 어떻 

게 구현되었는지 살피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N. 연구 개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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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 사고 중에 일어나는 현 

상들의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해결해야할 불확실성의 범위를 규정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실험의 분석올 통해 현재 

학계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산 코드의 모델링을 살펴 봄으로써 해당 모텔의 적 

절성 여부와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현상별로 모델의 개선할 점올 제시하 

였다. 

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이번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전산 코드 모델링에 대한 장단점을 바탕으 

로 개선올 시도하여/ 민감도 분석올 통해 개선된 모텔을 기폰 모델과 비교할 예정 

이다. 결국 모델의 개선올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 

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다음 연구의 가장 큰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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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of the Pr이ect 

A Study on the Late Core MeIt Progression in Pressurized Water Reactor Severe 

Acciden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nuclear reactor severe accidents, the treatment of the mixture of gas (and 

vapor), liquid, and solid is further complicated by an additional parameter of 

the effect of coolant. In the view of phenomenological aspect, the existence of 

uncertainty is inevitable since it deals with not only physical phase change but 

also chemical reactions. Besides, for the early core meIt phase, extensive research 

has been progressed and a great deal of phenomenological information has been 

accumulated. However, for the late core meIt phase, even the relevant physical 

mechanisms have not been clarified due to the uncertainties. Therefore, the 

research on severe accidents has been actively progres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France. The late core meIt progression prior to 

reactor vessel lower head breach is an important phase in the view of accident 

mitigation since the degree of the radioisotope release to the containment is 

affected much by the actions taken in this time period. In fact, the research on 

this phase of severe accident progress has a key role in obtaining confidence in 

severe accident mitigation and nuclear reactor safety.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is to seek a methodology of reducing the uncertainties in the 

late core meIt progression by making review and evaluation of computer code 

models and experimental data.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이ect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the key phenomena in order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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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ly the late core melt progression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computer code models which need to improve. In the present study, the 

phenomenological information on the core melting is first collected and through 

the comparisons with the relevant experimental data the key phenomena are 

identified which play a major role on the accident progression. Then the 

effectiveness of each physical model when implemented to computer codes is 

quantitatively evaluated and the usefulness and shortcomings of the model are 

identified. 

N. Results 

In the present study, the key phenomena relevant to the late core melt 

progression and the interrelations between the phenomena are fully understood. 

The ranges of uncertainties which need to resolve are identified and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future work. AIso, the available 

experimental data are analyzed and it reveals useful information on the key 

phenomena which have drawn major attention in the academia. Based on such 

information the usefulness and shortcomings of relevant models in computer 

codes are identified and the key features for the model improvement are 

proposed.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usefulness and shortcomings of the physical models in the computer codes 

identified in the present study will be the basis for the model improvement in 

the future and the sensitivity study will be performed to compare the improved 

models and the current models. In fact, it is the objectives of the continuing 

research to reduce the uncertainties in the late core melt progression by 

improving the relevant phenomenological models in order to enhance the 

confidence of nuclear reactor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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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TMI-2 사고 이후 설계 기준 사고를 능가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 

며 중대 사고의 진행 과정 l 완화 및 종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사고시 노심의 거동y 즉 노심이 변형되는 시기와 방법/ 변형 노심의 형태/ 노 

심 물질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양/ 노심 변형이 산화율에 미치는 영향/ 연료 

로부터 방출되는 분열 생성물에 대한 노심 손상 과정의 영향r 노 압력 용기의 하부 

플레념으로의 노심 물질 이동 과정/ 이동시 증기 폭발 여부/ 압력 용기 하부 헤드로 

부터 용융 노심 물질이 분출되는 시기와 양 및 구성 둥은 원자로 안전성을 파악하 

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들이다. 

노심 용융을 일으키는 사고는 원자로 부품 또는 안전장치의 오동작이나 부적절한 

운전자 작업둥을 포함하는 여러 원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정상 운전 중인 원자 

로에서 냉각 계통의 균열이나 열제거 능력의 상실 둥으로 인하여 냉각수의 상실이 

일어나고 원자로는 정지하나 남은 붕괴열로 인하여 연료봉은 가열된다. 또한 피복 

재가 수증기와 반응하여 산화하기 시작하고 이 열로 인하여 연료봉은 더욱 더 가열 

된다. 적절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료봉은 변형되어 연료봉 실패가 발생 

하고 연료봉과 감속재 실패에 따른 데브리의 생성과 재배치가 일어난다. 생성된 데 

브리에 적절한 냉각이 이루어진다면 사고는 더 진행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성된 데브리는 압력 용기 하부 플레념으로 이동하고 불과 반응하여 급격한 증가 

폭발을 일으키거나 용융풀을 형성하고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기에 균열을 

일으켜 캐비티로 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심에 데브라가 형성되기 이전을 노 

심 용융 초기 파정/ 노심에 데브리가 형성된 이후를 노심 용융 후기 과정이라 한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원자로 용기 내부는 고압 또는 저압을 이룬다. 대형 냉각재 상 

설사고의 경우 압력 용기 내부의 압력은 낮으나/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 발전소 정 

전 사고 시에는 높은 압력을 유지한다. 노심 용융 사고시 노심 물질의 산화/ 변형되 

는 과정 및 용융 노심 물질의 재배치 과정/ 노내 증기 폭발 여부 둥이 중요한 인자 

이다. 특히 소형 냉각재 상실 사고와 발전소 정전 사고 시와 같이 고압이 유지되는 

경우 원자로 용기내의 자연 대류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연 대류에 의해 

열을 전달받는 원자로 구조 물질의 균열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1 
l 
4 

싹 "" -"'~._-~~--‘"'，，----------



본 연구에서는 노심 용융 사고를 해석하기 위한 실험 및 해석 모텔/ 전산 코드 둥 

을 조사 분석하여 노심 용융 후기 과정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립하는 것이 당 

해년도의 목표이며， 해석 모델의 불확실성 감소 방안 확립을 최종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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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외 연구 사례 

1. 외국의 경우 

TMI사고 이 후 USNRC는 NUREG-0660('80.5), NUREG-0737('80.11) 및 

NUREG--0718('82.1)의 II.B(Consideration of Degraded or Melt Cores in Safety 

Review) 항목을 통해 중대 사고 현상에 대한 연구와 원전 위험도 감소 방안 연구 

를 계 획 하였고y 이 에 따라 ’83. 1월 중대 사고 연구계 획 (Severe Accident Research 

Program; SARP)을 NUREG-0900을 통해 발표하였다. ’85년 8월 US NRC는 SARP의 

1차 결과를 토대로 노심 손상을 동반하는 중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중대 

사고 발생시 사고 완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중대 사고 정책 

성명 (50FR32138)을 발표하였고/ 이 정책 성명을 근거로 ’88년 5월 가동중인 원전에 

IPE수행/ 격납 건물 성능 개선 (CPI)방안 수립 l 사고 관리 계획 (AMP)， 외부 사건 분 

석 및 중대 사고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 사고 종합 종결 계획 

(SECY-88-147)을 발표하였다. US NRC는 중대 사고 종결 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1983년 부터 수행되어 오던 중대 사고 연구 계획 개정안(Revised SARP)을 발 

표 하였다. 

개정된 중대 사고 연구 계획은 격납 건물 성능 평가 및 방사선원항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와 해석 방법론 강구를 위해 IPE, CPI, AMP 지원을 위한 단기 계획과 

사고 관리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중대 사고 현상의 심충적 이해와 중대 사 

고시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 및 방사선원항 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 개발의 장기 계 

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4월 개정된 중대 사고 연구 계획 (NUREG-1365)올 발 

표하였다. 

정부 주도의 US NRC 중대 사고 연구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원자력 산업계가 주축 

이 된 중대 사고 연구로 IDCOR(Industry Degraded Core Rulemaking) 연구 계획 

이 1981년 3월 부터 1984년까지 수행되었다. IDCOR 계획은 중대 사고 문제에 관련 

된 기폰의 연구 결과를 수집 검토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을 위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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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여 중대 사고에 대한 NRC의 규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 

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종합 열수력 코드인 

MAAP(Modular Accident Analysis Program) 전산 코드/ 핵분열 생성물 및 Aerosol 

거 동분석 을 위 한 FPRAT 및 RETAIN 전산 코드를 개 발하 여 Zion, Sequoyah, Peach 

Bottom 및 Grand Gulf 원전에 대한 방사선원 계산 및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IDCOR의 중대 사고 연구사항은 NRC와 ACRS둥의 검토를 거친후 NRCjIDCOR 

기술 교류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다. 1985년 NRC와 IDCOR는 기술 교류 회 

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18개 기술적 쟁점 사항을 도출I 해결하였다. 

기술적 쟁점 사항의 대부분은 MAAP-2.0 전산 코드 모텔에 대한 것 이었으며 

IDCOR 와 EPRI는 노심 용융 진행 현상， Aerosol수송/ 노심 용융물-콘크리트 상호 

작용과 핵분열 생성물 거동동의 중대 사고 모델링 개선을 공동으로 후원하였으며 

이들 개선된 모텔은 MAAP 3.0B 및 MAAP 4.0에 적용되어 현재 산업계의 IPE 분 

석에 사용되고 있다. 

2. 국내의 경우 

국내의 중대 사고에 대한 연구는 ’79년 TMI사고 이후 정부의 국내 원전에 대한 

TMI 후속 조치에 따른 보완 사항 검토 및 평가에 대한 지시로 중대 사고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1983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연구는 1984년 8월 

원자력 연구소와 US NRC와 중대 사고 연구 참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루어 졌다. 초기에 중대 사고 현상 이해와 분석， 평가 기술 연구는 원자력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인 CSARP 참여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I 서울대 I 포항 공대/ 

한국 과학 기술원둥 학계에서는 혼합 실험(예정)， DCH동 소규모 기초 현상 실험둥 

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전의 중대 사고 대처 능력 평가를 위해 원자력 안 

전 기술원 주관하에 가동중/신규원전에 대한 중대 사고 적용 방안-PSA에 의한 중 

대 사고 종합 안전성 평가 및 평가 기술 개발 및 규제 지침 확립-기본 방침으로 

중대 사고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I 이를 근거로 원전의 인.허가 안전 심사에 단계적으 

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 사고 대처 능력 확립을 위해 신규/가동중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와 병행하여 산.학연 전문가에 의한 종합 안전성 평가 기술/ 중대 사고 평가 기술 

및 사고 관리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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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형 실험인 Gap 냉각 실험이 있다. 

3. 조사 연구 개발 사례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나라는 TMI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유 

일한 나라로서/ 신규 원전에 대한 인허가시 중대 사고 취약성 평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중대 사고 평가에 필요한 기반 기술의 확립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중대 사고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연구비 및 기 

반 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에 비교하여 볼 때 큰 기술 수준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반 기술 개발에 대하여 중접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대 사고 평가의 기반 기술은 크게 중대 사고의 현상학적 이해와 중대 사 

고시 발전소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 체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중대 사 

고의 현상학적 이해를 위한 실험적 연구는 막대한 비용/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므 

로 한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가 일반적인 세계추세이다. 우리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공 

동 연구로는 US NRC가 주관하는 CSARP, MCAP, 프랑스 IPSN이 주관하는 

PHEBUS 계획으로 공동 실험 및 전산 코드의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중대 사고용 전산 코드는 US NRC가 개발한 

SCTP(Source Term Code Package), MELCOR와 같은 통합 코드와 노심 용융 진행 

현상 분석용 SCDAP jRELAP과 격납 용기 거동 분석을 위한 CONTAIN과 같은 

mechanistic 코드들이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MAAP코드 퉁 

이 있다. 이러한 코드들은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 및 협력 일환으로 외국에서 개발 

된 코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계이며 r 외국의 실험 결과 동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 또는 신규 원전에 대한 중대 사고 분석 

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용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 분석에 사용할 

중대 사고 평가 코드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및 코드의 운용에 대한 기반 기술의 확 

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설계 기준 사고 평가에 더불어 중대 사 

고시에도 원전 설계의 개선y 반영을 포함한 사고 완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적 제 

문제 즉， 노내외 노섬 용융물 냉각성 y 수소 생성과 제어/ 고압 분출로 인한 감압 등 

에 대한 규명을 통해 기술적 입장의 정립과 그에 따른 분석 모텔의 적용성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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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제 2 절 국내외 기술 수준 

중대 사고는 근본적으로 열이 발생되는 기체 l 액체 및 고체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 

에서 냉각수에 의한 영향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물리적 상변화에 화학 반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은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노심 용융 초기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현상학적 

으로 많은 내용이 밝혀졌으나 후기 용융 진행 과정에서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진행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아직은 국 • 내외적으로 개념 정립 단계 

에 있다 하겠다. 

1. 외국의 경우 

가. 중대 사고 평가 코드 개발 

1) 노심 손상 현상 분석용 열수력 분석 코드(SCDAP jRELAP5) 개선 

재관수시 집합체 가열I 용융y 수소 발생 및 핵분열 생성물 발생r 액적 또는 

rivulet형태의 초기 용융 재배치， 연료 피복재jlnconel Space Grid 상호 작용 

둥 모델 개선 

Peer Review결 과， Westinghouse AP-600모 델 반 영 / 코드 validation을 위 한 

SET, IET 수행 및 실험 결과(PFB SFD, LOFT FP-2, ACRR DF-4, CORA, 

etc) 와 코드 계산 결과 비교 

2) 격납 용기 취약성 분석 코드(CONTAIN) 개선 

격납 건물 직접 가열(DCH)올 모의하기 위한 모델I 격납 건물 Annulus에서 

의 자연 순환과 내벽에서의 물 증발， Gas 성충화， 장기 거동 분석시 수치 해 

석 모델 둥 ALWR 성능 분석 관련 모델 개발 

ORNL에서 개발된 TREND모탤 적용 및 CORCONjMOD3에 노심 용융물

콘크리트 상호 작용 모델 적용퉁 격납 건물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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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분석 코드(MELCOR) 개발 

기폰의 SCTP 대체 코드로 선정된 MELCOR 코드를 국제 공동 연구와 협력 

을 통한 코드 평 가(MCAP) 수행 

Peer Review 결 과 반 영 

MELCOR에서 누락된 모델 적용과 기존 모델 개선I 광범위한 민감도 분석 

수행 

PWR RCS에서 Counter Current Flow를 가진 자연 순환/ 고압용융 방출 

(HPME), 격납 건물 직접 가열y 노섬 용융물-냉각수간의 비폭발성 상호 작용/ 

핵분열 생성물 Vapor Scrubbing 과 분산과정 및 격납 건물 내벽과 핵분열 

생성물 상호 작용에 대한 모델 개선 

나. 격납 건물 직접 가열 (Direct Containment Heating) 분야 

원자로 공동(Reactor Cavity)으로 부터 노심 파편 (debris)의 entrainment의 예측을 

위한 해석 모델 개발 

고압 분출시 상호 작용 모의 를 위 한 IET(Intergral Effect Test) 

Corium Jet Disintegration, 수 막 형 성 , entrainment, 소 격 실 에 서 의 Corium 

포획율에 대한 Scai1ing 분석(’94년 2월 종료예정) 

DCH 모의를 위한 System Level의 전산 코드 개발 

PWR의 원자로 동공 및 소격실 설계를 위한 평가 기준 개발 

다. 중대 사고 실험 연구 지침 개발을 위한 Scai1ing 분석 방법론 개발 

(NUREG / CR-5809) 

라. 방사선원항(Source Term) 

중대 사고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및 이송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실험 연구 및 평가 코드 개발 

VI-6 Fission Product Releas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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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코드 개 발 

PHEBUS 실험 Data를 이용한 Source Term코드의 Validation 

마. 노심 용융물-콘크리트 상호 작용 

노심 용용물-콘크리트 상호 작용시 생성되는 비웅축성 개스 및 방사성 에어 

로졸의 생성량 예측에 대한 연구 및 전산 코드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 평 

가 

바. 수소 연소 및 이송 현상 

중대 사고시 수소 연소에 의한 격납 건물 성능 평가를 위한 전산 코드 및 

음속 및 아음속연소 모드， 수소의 이송과 혼합 관련 data base 개발 

중대 사고 환경과 유사한 고온에서 수소-공기-수증기 혼합체에 대한 data 

base 

사. TMI용기에서의 시편 취출(종료)과 lower head의 손상 범위 및 손상여유도 

(failure margin) 조사 연구 

아. 가압 경수로에서의 노심 노출에서 원자로 용기 파손까지의 과정중에서 격납 건 

물 성능 평가를 위한 용융물의 질량(melt mass), 물리 화학적 구성 

(Com posi tion)과 온도 동 초기 조건 제공을 위 한 노심용융 진행 과정과 수소 

발생 연구 수행 

초기단계현상(종료) : 노심 노출/ 피복재 팽창/ 수소 발생 I 상호 작용/ 지르칼 

로이 배치 

후기 단계 현상(’95년종료예 정 Blocked core로 부터 의 ceramic p。이 용융 

관통에 대한 조건 및 용융 물질량 및 원자로 용기 하부 공동으로의 방출 특 

성 결정 

격납 건물 환경으로의 용융 방출율 결정과 분석 코드의 지배적인 현상 모텔 

에 대한 실험 결과 응용동 원자로 용기 손상 모드 

자. 연료-냉각수 상호 작용(FCI) 및 노심 Debris 냉각 능력 연구 

g 
u 



다양한 원자로 형상I 노심 용융 scenarios 및 냉각수 공급 시각에 따른 손상 

노심 냉각수의 상호 작용에 대한 현상 예측을 위한 모델 및 상관식의 개발 

PWR의 원자로 용기 내부 상호 작용에 관련된 FCI 

노심 용융물 Quenching 실험과 원자로 내외부 재관수(Rflooding) 실험 

FCI관련 실험 결과를 이용한 모델/상관식 개발과 예제 발전소에 대한 적 

용 분석 

차. ALWR 원자로에 대한 연구 

자연 순환 및 격납 건물에 대한 외부 살수를 통한 격납 건물 냉각개념의 평 

가 

ALWR 연료설계 및 중대 사고 평가 방법론 개발과 해석 코드 

(SCDAPjRELAP, MELCOR, CONTAIN)을 이용한 ALWR 중대 사고 분석 

ALWR 연료는 총 50,000 MWD의 Burnup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방사성 핵 

종의 방출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 

2. 국내의 경우 

초기에 중대 사고 현상 이해와 분석/ 평가 기술 연구는 원자력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인 CSARP 참여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 과학 

기술원 둥 학계에서는 혼합 실험(예정)， DCH동 소규모 기초 현상 실험둥이 수행되 

고 있다. 특히/ 국내 원전의 중대 사고 대처 능력 평가를 위해 원자력 안전 기술원 

주관하에 가동중/신규원전에 대한 중대 사고 적용 방안 즉， PSA에 의한 중대 사고 

종합 안전성 평가 및 평가 기술 개발 및 규제 지침 확립을 기본 방침으로 중대 사 

고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f 이를 근거로 원전의 인.허가 안전 심사에 단계적으로 적용 

되기 시작하였다-

3.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새로운 기술 

중대 사고 평가 코드 개발 

격납 용기 직접 가열 현상 

n 3 



노심 용융물-콘크리트 상호 작용 

수소 이송 및 연소 현상 

연료-냉 각수 상호 작용(Fuel Cladding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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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성과 

제 1 절 노심 용융 진 행 과정 

노심이 가열하기 시작하면 먼저 금속 물질이 녹아 하부로 이동하여 굳게 되고 피복 

재 물질 둥이 녹아 반구 형태의 금속 크러스트를 형성하게 되며 이 위로 연료봉 데 

브리가 쌓이게 된다. 이 데브리 둥은 붕괴/ 산화열 둥으로 가열되어 용융풀을 형성 

하고 적절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올 경우 크러스트 균열 둥으로 인하여 용융 노심 

물질이 용기 하부 헤드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용기 하부 헤드의 물의 존재 여부， 

용기내 압력 둥이 중요한 관점이다. 용기 하부에 물이 존재할 경우 뜨거운 용융 노 

심과 반웅하여 증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f 압력이 낮은 경우에 증기 

폭발의 가능성이 더 크다. 증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용융 노심은 용기 하부 

헤드에 용융풀을 형성하고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기 벽의 손상이 

일어나 노심 용융물을 용기 밖으로 방출된다. 노 내부의 압력이 높을 경우 압력 차 

에 의한 제트가 형성되어 격납 용기 직접 가열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격납 용 

기의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내부 압력이 낮은 경우 압력이 높은 

경우에 비하여 그 영향이 작다. 이 경우에도 캐비티에 물의 존재 여부에 따른 중기 

폭발의 발생 여부가 중요한 과제이다. 

노심 용융 후기 과정시 금속 방해물 형성 및 용융풀의 형성， 금속 방해물 붕괴 방 

법 및 시간， 노심 용융물의 재배치 둥이 중요한 관건이 되며 노심 용융풀 내부와 

크러스트 사이의 열전달I 크러스트의 폰재 여부， 용융 온도도 중요한 인자들이다. 

TMI-2 사고 조사 결과와 노심 용융 실험 결과에 따르면 노심 용융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3.1)[15, 21]. 

n 



노샘 노흩 

월XUI! 냉각제 째톨 청계 힐때 

피륙판 용용톨 째배쳐 

금속 크러스를 형성 

째락믹 대브리 빼드 형형 

흉기 륙 111 

용용톨-톨 상효 작용 

월자를 용기 하부 빼드애 

훌용톨 형성 

용기 빼빼 

그림 3.1 노심 용융 과정 

노심 용융 후기 과정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중대 사고를 

압력 용기 내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 평가와 어떻게 용기 실패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격납 건물 내부로 방출된 노심 용융물이 어떻게 격납 건물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초기 조건을 제공한다. 

현재 이러한 여러 현상들을 모사하는 모델들을 기존의 전산 코드에 적용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모델들의 검증은 노심 용융 후기 과정 모사 실험의 어 

려움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TMI-2 사고 결과의 특정 사고에 제 

한되어 있어 현재 분석 방법들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용융 후기 과정을 용융풀 형성 및 크러스트의 생성 I 크러스트 

의 붕괴I 노심 용융물의 재배치 I 압력 용기 하부 헤드에서 용융풀 생성 및 용기 벽 

과의 열전달 둥으로 제한하여 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모델링을 검토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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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전산코드의 장단점을 분석 중이다. 

제 2 절 노심 용융 과정에 대한 실험 

표 3.1 에 노심 용융 과정에 대한 실험들이 나타나 있다. 많은 실험들이 노심 용융 

초기 과정에 대한 실험이며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한 실험은 MP-1 , MP-2 실험 

과 PHEBUS FPTO 뿐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TMI-2 사고후 조 

사 결과는 실험은 아니나 사고 진행 과정 중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는 매 

우 귀중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MP-1 , MP-2와 PHEBUS FPTO, RASPLA V 실 

험， TMI-2 사고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 다. 

1.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한 실험 

가-. MP-1 , MP-2 

SNL(Sandia National Lab.)에서 진행된 ACRR-MP 실험 (MP-1， MP-2)은 가압 경수 

로 구조에서 세라믹 연료 용융물의 형성과 그 용융물의 이동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 

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연료 데브리 (U02/ Zr02)의 용융I 용융 

연료풀의 형성/ 연료 용융물의 재배치 및 금속과 세라믹 크러스트에 의한 연료 용 

융물의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1) 실험 장치 

각각의 실험 부위는 3 kg 가량의 베드로 구성되었다. 베드의 구성 물질은 U02와 

산화된 지르칼로이 피복재 이며， 32개의 봉 위에 놓이도록 장치하였다. rod의 위에 

는 지르칼로이/ 산화 지르칼로이， U02, 가압 경수로의 제어 물질/ 스테인리스 스틸 

둥을 두어 금속 방해물의 형성을 모사할 수 있도록 했다. 

MP-1의 금속 방해물 조성 물질의 질량비는 U02 : 32% , Zr02 : 15% , Zr : 50% 이며 I 

MP-2의 경 우 MP-1의 조성 에 Zr : 44.8, Fe 15.2% , Zr02 12.2% , Ni 9.0% , Ag 

7.7% 의 비율로 제어 물질과 구조재 성분을 추가했다. 

” 
ω
 



위의 장치들을 강철 용기 안에 두고， 헬륨 기체를 주입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데브 

리 베드와 봉 사이에 온도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온도 변화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 

도록 하였고， rod 하부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heat sink를 두어 실제 사고 상황을 모 

사 하였다. 

2) 실험 과정 

두 실험 모두 같은 과정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최대 온도는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 

에 용융 물질이 흘러내린 양이 달라진 것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 0.2 

Kjsec의 비율로 데브리의 온도를 상숭시키면서 매 500 K 마다 열 평형에 이르도록 

하였다. MP-1에서는 최대 온도가 3200 K, MP-2의 경우 3400 K이다. 두 실험 모두 

용융풀이 형성되었는데 y 특히 MP-2에서는 크러스트 하부가 깨지면서 용융 물질이 

봉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의 해석에는 SNL의 

DEBRIS late phase melt progress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3) 주요 실험 결과 

먼저 녹은 Zr02가 약 2800K에서 U02를 액화(용해) 시킨다. 

연료 데브리 사이의 공간에서 연료 용융물이 웅고하여 생긴 세라믹 크러스 

트 내에 세라믹 연료 용융물이 저장된다. 

금속 크러스트의 낮은 용융점 온도로 세라믹 크러스트 보다 먼저 용융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세라믹 용융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라믹 크러스트는 금속 크러스트보다 천천히 이동한다. 

나. Sandia 로외 실험 

XR-1과 XR-2 실험은 비둥 경수로에서 금속 노심 용융물의 재배치를 조사하기 위하 

여 1993년에 수행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 dry’ BWR 노심에서 중대사고시 밑으로 

흐르는 용융 금속 노심의 거동을 조사하고 노심에서 용융물이 배출되거나 노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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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형성되는 조건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1) 실험 장치와 과정 

XR-1, XR-2의 두 실험 모두 비둥 경수로의 연료 캐니스터를 나타내기 위해 실험 장 
치에 B4C 블레이드와 지르칼로이 벽을 포함시켰다. 

XR-1은 실험 부위의 높이가 0.5 m이며 XR-2의 경우는 1 m이다. 실험 부위 하단은 

500 K로 온도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1550 K까지 가열하였다. 

Dry core condition(운전원이 임의로 용기 안의 온도를 낮춘 상태)을 가정하여/ 용 

융 물질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어 물질은 12 

kg 정도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B4C 합금을 블레이드 형태로 사용하였고/ 알곤 기체 

를 용기 안에 주입했다. 

실험 부위는 실험 전에 미리 가열되어/ 하단은 500 K로 유지되고 최상단은 1550 K 

에 이른다. 또한 X-선을 사용해서 테스트 섹션 내부의 용융 물질 거동을 쉽게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험 결과 

XR-1과 XR-2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테스트 섹션의 구조가 용융 물질의 재배 

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실제 비동 경수로의 노심 구조에 

더 가까운 XR-2의 경우 XR-1 보다 용융 물질이 하부 더 많이 이동했다. 

다. PHEBUS FPTO 

PHEBUS FP 실 험 은 프 랑스 CEA의 IPSN(Institute of Nuclear Protection and 

Safety)와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경수로 중대사고시 연료 

의 변형과 노심으로부터 격납 건물로의 분열 생성물 방출， 수송과 침전 둥에 대한 

현상올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PHEBUS FP 실험 장치는 노/ 분열 생성물 회로I 냉 

각재 수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U02 연료봉을 사용하였다. 여러 실험이 수행되었 

퍼
 



으나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한 실험은 FPTO이다. 

1) 실험 장치 

방사화된 핵연료를 사용하여 강한 산화 조건을 전제로 하여 노심 용융을 실험하였 

으며/ 기본적으로 driver core와 분열 생성물 회로/ 가압 냉각수 루프로 이루어진 실 

험 장치를 사용했다. 

driver core에는 0.8 m 길이의 가압 경수로형 연료봉을 설치했으며 이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분열 생성물 회로는 실제 원자로 열수력학적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압 냉각수 루프를 사용해서 실험 부위의 외부 표면을 냉각한다. 

가압 경수로형 U02 연료봉은 20개가 삽입되는데 각각 10.5 kg의 무게를 가진다. 길 

이는 1m이며/ 제어봉의 경우(연료봉들 가운데에 위치) 80% Silver-15% Indium-5% 

Cadmium의 조성을 가지고 스테인리스 피복재로 덮여있다. 제어봉은 지르칼로이 

안내관을 따라 상하로 웅직인다. 그리고 전체 21개(연료봉+제어봉)의 봉들은 2개의 

spacer grid에 나누어져서 지탱된다. 

2) 실험 과정 

FPTO의 경우 실험 전에 연료봉에 9일 동안 방사능을 조사하여 단수명 분열 생성물 

(Fission Product)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실험 중에는 핵분열 에너지와 

냉각 기체 주업을 적절히 조절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실험 후에 

는 gamma -scanning 방법을 사용하여 테스트 섹션의 출력 분포를 예측한다. 또한 

연료봉 다발에 에폭시를 채워 파손 지점을 찾고 용융 과정을 검증한다. 

3) 실험 결과 

2개의 그리드 사이에 위치한 연료봉이 완전히 사라짐 

하부 그리드 주위에 용융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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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지르코늄에 의해 많은 양의 U02가 용해됨 

전체 핵연료의 50%가 재배치되었으며 I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핵분열 생성 

물이 배출됨 

이 실험으로 용융풀 생성이 확인되었으며 핵분열 생성이 핵연료의 온도뿐만 아니라 

재배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웅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아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상세한 실험 결과 입수시 노심 용융 

및 재배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리라 사려된다. 

라. RASPLAV 

이 실 험 은 RRC-KI(Russian Research Centre "Kurchatov Institute") 에 의 해 이 루 어 

졌으며 OECD 국가들에 의해서도 지원되었다. 이 실혐의 목적은 외부 냉각을 통하 

여 압력 용기의 건전성을 실험하고 크러스트의 형성과 거동l 용융풀의 열수력학적 

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용융풀 내부의 거동과 크러스트의 형 

성 및 거동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물질로 염류(T 400 - 800 .C )를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U-Zr-O 혼합불(T = 2400 - 2800 .C)을 사용했다. 실험 A에서는 원통을 반으로 자 

른 형태의 슬랩을/ 실험 B에서는 반구 형태를 압력 용기 외벽으로 사용했다. 노 압 

력 용기의 외부는 알곤으로 냉각할 예정이다. 

이 실험은 현재 진행중이며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TMI-2 사고 

TMI-2 사고 결과 노심 물질이 매우 심하게 산화되었으며 용융과 분열 생성물의 방 

출도 상당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노심의 45% 이상이 용융했으며 압력 용기의 

하부에 20 ton 이상의 용융 물질이 재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각수와 비 

상 안전 계통의 작동으로 압력용기가 깨지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다. 

η
 



TMI-2 사고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다. 

노심 용융물의 형성， 구조와 구성성분 

지르칼로이 피복재와 스테인리스 스틸의 산화 

데브리 베드의 형성과 냉각 

크러스트의 실패I 용융 물질의 재배치/ 용융 물질과 냉각수의 반웅， 압력 용 

기의 내부 구조I 하부 헤드에 대한 정보 

노심 내부 냉각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 

용융 물질이 하부 헤드에 접촉했을 때의 하부 헤드 반웅 

용융 물질의 장기적인 거동 

분열 생성불 방출 

이 결과들을 통하여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이해 

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각 현상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MI-2 결과는 특정 사고에 국한한 결과로 다른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노심 

용융 후기 과정을 예측하는데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Late 
C•addlng OXldallon 

8∞:kaoe Phase Oebns Bed FP 
ar잉 Early Phase MelI ProgreSSIOl1 Balloorllr잉 

Fαmalα1 k’eh FormatlOl1 Release 
Hydr얘en Pr여∞11011 

Progre않lα1 

앤상 2 3 ‘ 5 6 7 8 9 10 11 

PWA BWR 
Eutectlc 

잉엉 Pre-quench Post-Queκh Conlro’ Cα，Ir어 G쩌S 
Forπ101α1 

Rods Rods 

ACRR DF Y N N Y N Y Y N N N Y 

ACRR MP N N N N N N N Y Y N N 

ACRR XR N N N N N N N Y Y N N 

CDRA Y Y Y Y Y Y Y N Y Y N 

lOFT Y Y Y N Y Y Y N Y Y Y 

NRU FlHT Y N Y N Y Y Y N N Y Y 

PBF Y Y Y N Y Y Y N Y N Y 

PHEBUS 
Y Y Y Y Y Y Y Y Y 

FP 

PHEBUS 
Y N Y N Y Y Y N Y N N 

SFD 

TMI-2 Y Y Y N Y Y Y Y Y Y Y 

표 3.1 각 실험에 나타난 현상 

2. 증기 폭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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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폭발이란 고용의 용융 물질과 냉각수와 같은 저온의 액체가 접촉 또는 혼합되 

었을 때 급속한 열전달 및 이로 인한 고압의 증기 생성으로 폭발적인 반웅을 보이 

는 현상으로l 제강 산업 둥 이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안전 문제로 오 

랫동안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핵연료의 용융이 발생되는 원자로 중대 사고의 경 

우 이러한 증기 폭발(또는 노심 용융물-냉각수 반응)의 발생이 가능하며， 1979년에 

있었던 미국 TMI-2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재고는 기존의 설계 기 

준 사고를 넘어서 노심의 손상까지 초래되는 중대 사고에 노력이 집중되어 오고 있 

으며/ 특히 노심 용융물-냉각수 반응 현상(Fuel-Coolant Interaction: FCI)은 현재 국 

제적인 중대 사고 쟁점 현상 중의 하나로 국내는 물론 선진국 각 규제 기관 및 연 

구 기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시(냉각재 상실 사고와 긴급 냉각수 주입 실패)， 핵분열 생 

성물의 붕괴열로 인하여 원자로 노심이 용융되어 원자로 용기 하부 플레념으로 이 

동될 경우 여기에 남아있는 냉각수와 상호 접촉하여 증기 폭발을 가능케 한다. 이 

러한 경우 매우 큰 압력의 발생으로 고속의 비사체(용융물/ 냉각수 기상과 액상의 

혼합체)가 생성되어 원자로 용기 뚜껑을 때렬 수 있다. 이때 충격량이 매우 커서 원 

자로 용기 상하부 덮개 접합볼트가 부수어지고 원자로 용기 상하부 덮개가 격납 용 

기를 향해 발사될 경우 격납 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a-mode failure, 그림 

3.2). 

용융물과 냉각재가 상호 접촉하는 유형에 따라서 증기 폭발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달라지는데 y 이러한 유형은 그림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펀 

다. 첫 번째가-비교적 관측되기 쉬운-용융물이 냉각재 내부에 투입되는 경우이며 

다음은 냉각재가 용융물 내부로 투입되는 경우이다. 그리고I 세 번째는 용융물과 냉 

각재가 성층을 이루는 경우이다.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시 예상되는 증기 폭발의 

대부분은 용융물이 냉각재 속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성층을 

형성한 연후에는 냉각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대체로 용융물이 떨어지면서 혼합되고 기폭되어 폭발하는 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폭발이 진행되는 공간적인 범위에 따라 소규모 

증기 폭발과 대규모의 증기 폭발로 나눌 수 었다. 소규모의 증기 폭발이란 용융물 

과 냉각재의 부피비가 크고 폭발력이 작은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대규모의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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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의 두 액체의 부피비가 거의 같으며 강력한 폭발력으로 넓게 진행된다. 

증기 폭발 현상은 열전달/ 상변화/ 압력전파 동의 다양한 현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거동이 최소한 2차원적이고 매우 빠른 천이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나/ 

실험적 관측을 통하여 대규모 증기 폭발의 경우는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4단계

혼 합/ 기 폭/ 전 파/ 팽 창(premixing， triggering, propagation, expansion)-를 거 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따라서 예전에는 이렇다할 기준이 없었던 증기 폭발에 대 

한 연구 또한 이러한 구분에 의해 각각의 단계별로 연구가 세분화되어 진행되어 왔 

다. 그림 3.4에는 용융물이 투입된 이후 용융물과 냉각재가 폭발을 일으키는 4단계 

의 개념도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용융물이 냉각재 내부에서 적절한 크기의 알갱이로 쪼개져서 냉각재의 안정 

된 막비둥으로 비교적 그 현상의 timescale이 큰( ~1초) 혼합 단계 (premixing)가 있 

다. 혼합 단계는 증기 폭발 연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이 단계에서의 혼합물의 상태가 최종의 에너지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이 안정된 상태가 어떠한 불확실한 원인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막 

비둥 파괴로 급격한 열전달과 증기 발생으로 인한 압력파를 형성하는 기폭단계 

(triggering)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폭 현상은 그 현상의 관측이 매우 어렵지만I 

일단 혼합 단계에서 형성된 혼합물이 기폭이 되었다면 그 기폭의 복잡한 현상은 압 

력파가 진행하며 성장하는데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신뢰성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폭 후 압력이 매질을 진행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용융물을 부수고 열전달/ 

상변화를 일으키는 전파 단계 (propagation)가 있다. 이 단계는 용융물 분쇄/ 열전달， 

상변화 둥 복잡한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수십 μs의 timescales)에 일어난다. 마지막 

으로 고압의 혼합체가 팽창하면서 주위에 기계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팽창단계 

(expansion)가 있다. 이 단계는 실제적으로 주위 구조물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는 과 

정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진행되는 증기 폭발의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 

은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증기 폭발 실험은 그 모사 스케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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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소규모 실험 (small scale)과 대규모(large scale)실험의 두 가지로 나될 수 있다. 

이 스케일의 구분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단지 사용된 용융물의 무게가 몇g이냐 혹 

은 몇 kg이냐에 따라 나눈 것이다. 소규모 실험은 주로 용융물과 냉각재 반응을 고 

속 촬영 동을 통하여 증기 폭발의 기폭이나 용융물 분쇄 동을 관찰할 목적으로 실 

행된다. 이에 반하여 r 대규모 실험의 경우는 강력한 증기 폭발의 증거 확보I 증기 

폭발의 공간적 진행 y 열에너지로부터 생성되는 기계적 에너지의 양 평가/ 스케일 효 

과 동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과거 많은 실험을 통하여 증기 폭발은 스케일에 따라 

그 폭발 거동이 다르며/ 대규모 실험일지라도 이를 원자로의 경우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로 노심 용융물-냉각수 반응(증기 폭발)에 대한 주요 실험 연구는 FITS, 

FARO, KROTOS, WFCI, ALPHA, LA V A 둥의 대규모 종합 실험과 QUEOS, 

MAGICO-2000, PREMIX, ZREX, SIGMA-2000 둥과 같은 개별 효과 실험 이 있다. 

이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 실험 중 실험 내 

용파 결과가 국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FITS, FARO 및 KROTOS 실험에 대해 

중접적으로 조사하였다. 

실험 국가 Fuel 물질 목적 비고 

ALPHA 일몬 thermite steam explosion -20 kg 

FAR。 EC cOrlum in-vessel Quenching 150 kg 

FITS 미국 thermite steam explosion -20 kg 

KROTOS EC A1203. corium steam explosion -5 kg 

LAVA 한국 therπlite lower head attack -40 kg 

MAGIC02000 미국 solid ball premlxlng 

PREMIX 독일 thermite pαrem띠nlxlng -20 kg 

QUEOS 독일 solid ball Quenching 

SIGMA2000 미국 metal , oxides small-scale. fragmentation 

WFCI 미국 tin , oxides steam explosion, energetlcs -5 kg 

ZREX 미국 ZrlZr02 steaπ1 explosion, oxidation -1 kg 

표 3.2 국내외 증기 폭발 관련 실험 

가. FITS 실험 

미국의 SNL(Sandia National Lab.)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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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올 수행하였다. 첫 번째가 실험을 통하여 중 

기 폭발시 생성되는 압력파의 크기 및 발생되는 기계적인 일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수로에서 강력한 용융물-냉각재 반응을 기폭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I 증기 폭발시 생성되는 압력파의 진행특성 

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수행된 산디아 실험은 그 측정 데이터의 종 

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로 용융물-냉각재 반용시 생성되 

는 기계적인 일량의 측정으로 에너지 변환비에 초점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융 

물-냉각재 반웅으로 생성되는 압력올 측정한 것이다. 

첫 번째 종류의 실험은 대규모(5-20kg) 용융물이 냉각재와 반웅하였을 때 그 용융물 

의 열에너지가 기계적인 일로 변환되는 에너지 변환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 

다. 실험 용기는 최소한의 측정 도구를 가진 뚜껑이 열린 구조이다(open 

geometry) [25,26]. 이 들 실 험 중 대 부분은 철-알루미 늄(Fej Ah03)계 의 thermite를 사용 

하였으며 일부 코륨을 사용하였다. 10-20kg의 용융물이 3000K로 가열되 어 실험 용 

기에 미리 채워진 냉각수에 투입된다. 대부분 실험에서는 자발적인 증기 폭발이 일 

어났다. 이러한 증기 폭발로 인하여 생성되는 기계적인 일은 실험 용기 하부에 설 

치된 허니콤의 변형일과 상부 방향으로 분출되는 물질의 위치 에너지의 예측으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측정된 기계적인 일의 양으로 환산된 에너지 변환비는 0.2-1 .5% 

범위였다. 그러나I 코륨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철-알루미늄 용융을 사용한 것과는 달 

리 강력한 용융물-냉각재 반웅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l 따라서 에너지 변환비도 

0.05% 미만이었다. 강력한 중기 폭발이 일어날수록 좀더 잘게 부스러진 용융 파편 

이 관찰되었다. 또한 냉각수에 의한 폭발 억제가 커질수록 에너지 변환비는 커졌다. 

그런데， 10-20 kg 범위 내에서 용융물의 질량은 에너지 변환비에 별 영향올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종류의 실험은 FITS(Fully Instrumented Test Series)실험 [27-29]이라고 일컬 

어지는데， 그립 3.5와 같은 용기 내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첫 번째 종류의 실험 

에 비하여 좀더 조직적이고 더 많은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 실험에서는 냉각재 액 

상 및 기상에서의 압력 데이터， 생성되는 기계적인 일의 양/ 용융 파편의 크기， 그 

리고 시각적인 관찰 동 많은 데이터가 측정되었다. 실험에는 2-20 kg 정도의 철-알 

루미늄 thermite와 코륨이 사용되었으며， 100회 이상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표3.3에 

FITS 실험의 각 series별 내용과 목적올 요약하였다 

” “ 



Series Fuel 
Purpose Key Results 

(# 01 tests) (mass) 

iron~alumina! 
용율물 수송 

증기 폭발 고숙가시화 
EXO~FITS 

conum 
압력， 고속카메라 계측 

피크압력 20 뻐11 ms 
(47) 

(1~20 kg) 냉각수 포화도 
mUl1iple 폭발 

순수 옥사이드 물질 

FITS~A iron~alumina 초기압력영향 P∞>1.0 lI'a 증기 폭발 억제. debris Sauter-
(5) (2~5 kg) O.l<P∞<1.1 뻐 0.09~ 1.8 mm. O<CR<3% 

FITS• B iron~alumina 냉각수/용용물 질랑비 
질량비 감소시 에너지 변환비 감소， 

(9) ( < 20 kg) 1.5<mJm,<15 
0<CR<3% 
Sauter-O.1 •1. 7 mm 

FITS~C 
iron~alumlna! 

질량비. 초기압력 영향 
수소 생성 7.8~110 gm 

(5) conum 
수소생성 

conum 증기 폭밭 
(1 1~20 kg) Sauter-O.23-0.77 mm 

FITS~D iron~alumina 질랑비 
CR과 관계없이 일정량의 수소생성 

(6) ( < 20 kg) 냉 각수과냉 도(Q-75 "C) 

FITS~G iron~alumina 질량비 2~4 

(5) (20 kg) 포화냉각수 

RC iron~alumina 
inertial oonlinement 5<CR<17% (2) ( < 20 kg) 

표 3.3 주요 FITS 실험 요약 

측정된 압력 파형은 매우 크고 가파른 증가 형태를 보여준다. 첫 번째 그룹 실험에 

서와는 반대로 코륨이 사용되었을 때에도 강한 증기 폭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코 

륨이 사용되었을 때의 에너지 변환비도 철-알루미늄이 사용되었올 때와 비슷하였으 

며/ 최대 압력은 20-70 bars 정도였다. 또한， 주위 (ambient)의 압력이 높을 경우(1 

MPd)에는 강력한 증기 폭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좀더 큰 외부 기폭력을 요구하는 

것이 알려졌다. 그림 3.6과 같이 에너지 변환비는 0-3% 정도이며 I 냉각수/용융물 질 

량비가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변환비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열역학적 해석 

결과와 상반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냉각수 질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폭의 양상이 

바뀌고 inertial constraint가 작아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inertial 

constraint의 영향을 보기 위한 실험이 단단한 원주형 실험 용기를 사용한 RC 

series 실험인데/ 여기서는 에너지 변환률이 5-17%까지 증가하였으며 l 압력도 증가 

하였다(-70 MPd). FITS-D series 실험에서는 특히 수소 생성 영향에 대해 주목되었는 

데， 여기서 수증기와 화학 반용하는 금속성분은 철 (Fe)로 반웅열에 따른 열원의 증 

가는 크지 않았으나I 수소 생성량은 중기 폭발의 강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함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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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SNL에서 80년대에 FITS 실혐의 결과들은 주로 thermite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당시 많은 새로운 현상 및 정량적 데이터를 보여주었으며/ 여기서 측정된 최대 

에너지 변환률 -3%는 인허가 또는 분석에 종종 인용되고 있으나/ 이는 thermite 물 

질에 근거하고 또한 용융물 최대 질량이 20 kg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로의 경 

우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FARO 실험 

FARO 실험장치 [30-32J는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 관련 쟁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탈 

리 아 Ispra의 유 럽 연 합 Joint Research Center(EC JRC) 에 건 립 되 었 다. FARO 실 험 

의 목적은 중대 사고 발생시와 같이 원자로 용기 내부의 고압 하에서 용융물이 냉 

각되는 전체적인 거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FARO 실험이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로/ 이 

실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노심 물질과 매우 유사한 용융물(U02/ Zr02/ Zr)을 사용 

한다. 둘째로/ 이 실험이 수행되는 온도 및 압력 조건 퉁이 전형적인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 조건이다. 셋째로， FARO 실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중대 사고시 원자로 

용기 내에서의 냉각수와 같은 깊이의 냉각수 풀에 비교적 대량의 용융물(150 kg)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FARO 실험은 냉각수의 초기온도 및 압력 둥 그 실험 조건 

이 명확하며 I 실험 수행의 전반에 걸쳐 압력 시그널이 완벽히 측정되었다. FARO 

실험은 비록 그 수행 도중 몇 차례 미약한 증기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실 

험은 증기 폭발을 모사 하려는 것이 아니며 용융물이 냉각수 풀로 떨어질 때 냉각 

되는 과정을 관측하자는 것이다. 

FARO 실험 장치는 용융물을 생성하는 FARO 전기로와 냉각수가 채워지는 실험부 

TERMOS 용기로 크게 구성된다(그림 3.7). FARO 전기로는 두 극을 통하여 분말형 

태의 노심 물질 (oxide)에 직접 전기를 흘려 전기 저항열에 의해 용융시키며 l 최대 

- 200 kg, 3000 K 까지 용융물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기로 내 외 

각의 잉여 분말은 열저항 물질로 작용하므로 따로 단열 부분이 장치되어 있지 않 

다. 전기로에서 생성된 용융물은 아래쪽 전기극에 셜치된 다이아프람을 파열시킴으 

로써 이송통로를 거쳐 아래쪽의 TERMOS 실험 용기로 이송된다. 용융물에 순수 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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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혼합하는 경우는 이송 통로에 미리 장착된 선재 형태의 Zr을 용융 시킴으로 

써 달성한다. 이송통로 하부에 주업 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융물은 여기서 잠시 

정체되며/ 여기에 TERMOS 용기내의 실험 압력까지 가압된 후 용융물은 100 mm 내 

경의 노즐을 통하여 TERMOS 용기로 주입된다. TERMOS 용기는 내경 710 mm 의 압 

력 용기로 여기에 냉각수를 1-2 m 정도의 높이까지 채울 수 있다. 이 실험 용기는 

9.3 MPa에 작동하는 안전 감압 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주요 FARO 실험 

은 표 3.4에 요약한바와 같다. 

L-06 L~08 L~ll L~14 L~19 L~20 L~24 

초기 압력， 뻐 5.0 5.8 5.0 5.0 5.0 2.0 0.5 
용융올 질랑， kg 18 44 151 125 157 96 176 

용융물 온도， K 3073 3073 3173 3023 

가스중 자유낙하길이， m 1.66 1.53 1.09 1.04 1.99 1.1 2 1.07 

냉각수 갚이， m 0.87 1.00 2.00 2.05 1.1 0 1.97 2.02 

가스공간 체적 m' 0.464 0.875 1.280 1.260 1.635 1.291 1.266 

물속 평균낙하속도，% 2.3 3.7 2.5/1.2 4.8 4.2 3.3 3.8 

Cake 질랑 kg 6 14 o 20 80 21 

Debris 절 량 kg 12 30 151 105 77 75 

Debris 평균직경 4.5 3.8 3.5 4.8 3.7 4.4 

용 융물 UO,+ZrO, (80%+20%), 단 L一 11 ， UO,+ ZrO,+ Zr (76.7%+ 19.2%+4. 1 %) 

표 3.4 FARO 주요 실험 요약 

초기의 FARO 실험은 고압의 노심 용융 사고를 모사하는데 중점이 두어져 왔다. 먼 

저， L-06과 L-08실험은 비교적 작은 양의 용융물(18 및 44 kg)의 UOz/ Zr02를 사용 

하였는데 r 이 실험에서는 537K, 5.0 MPa의 포화상태의 높이 1 m의 냉각수에 용융물 

을 투입하였다. 실험 결과， 비록 심대한 제트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용융물의 냉각이 

이루어졌지만 1/3가량의 용융물이 고화되지 않은 상태로 용기 바닥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바닥의 온도는 275K 정도로서 용융물에 의한 열하중은 비 

T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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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ll과 L-14실 험 은 산화물과 순수 Zr의 혼합물(U02/Zr02/ Zr: 76.7% , 19.2% , 4.1%) 

151 kg과 순수 산화물(U02/Zr02: 80% , 20%) 125 kg을 5.0 MPa에서 포화 상태， 2m 

높이의 냉각수(600 뼈)에 투입하였다. 실험 결과I 순수 산화물 실험의 경우 대략 

1/6에서 1/3가량의 용융물이 고화되지 않은 상태로 용기 바닥에 도달하였으며， Zr 

이 포함된 실험의 경우 1.2-1.4 m에서 완전한 제트의 붕괴가 관측되었다. 두 경우 

모두 수거된 데브리의 평균 직경은 3 .5-4.8 mm 정도였으며/ 용기 바닥의 최고 온도는 

330K 정도로 비교적 열하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Zr이 포 

함된 경우에 순수 산화물에 비해서 초기 냉각이 증진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따라 

서 초기의 증기 발생량이 많고 안전 감압 밸브가 열렸으며 (9.3MPa)， 용기 바닥에 가 

해지는 열하중은 감소하였다. 

최근에 수행된 L-19 실험은 L-06 및 L-08과 함께 용융물 질량에 대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L-19 실험은 157 kg의 용융물 질량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높은 용기 

압력을 보였으며/ 또한 다른 두 실혐의 결과와 비교할 때 용융물의 분쇄 (breakup)가 

용융물 제트(jet)의 선두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생함을 보여준다. 그림 

3.8은 용융물 질량에 따른 용기내 압력 상숭의 경향을 보여준다. 

초기 압력을 50 MPa 보다 낮게 하여 그 영향을 관찰한 실험이 L-20 (2 MPa) 및 L-24 

(0.5 MPa) 실험이다. 이들 실험은 초기 압력만 다르고 다른 조건은 L-14와 유사하다. 

그림 3.9는 이러한 초기 압력에 따른 용기내 압력 상숭의 경향을 보여준다. 초기 압 

력이 다름으로 해서 큰 변화는 증기의 밀도이다. 여기서는 초기 압력이 5.0 MPa와 

2.0 M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L-24의 0 .5 빠의 경우에는 훨씬 높은 용기내 압 

력 상숭을 보이고 있다. 

한편 FARO 실험에서 특이한 결과는 보통 수소 생성은 순수 금속 성분이 있을 경 

우 예상되는데 순수하게 산화물만으로 실험을 하여도 수소가 검출되는 점이다. 

L-19 실험 이후 이에 대한 측정 또는 분석이 행해지고 있는데， L-19의 경우 

0.185-0.292 kg, L-20과 L-24의 경우 0.186 kg 및 0.320 kg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 정 

도의 수소 생성량은 비교적 상당한 양으로/ 그 발생 원인으로는 UxOy의 반옹 또는 

산화 과정이나 고온에 의한 물의 분해 둥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원인은 현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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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심 하에 수행 중에 있다. 

다. KROTOS 실험 

KROTOS 실험 [33，34]은 증기 폭발 실험 중에서 가장 일차원적으로 잘 조절된 실험 

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l 용융물 노내 냉각(quenching)을 중점적으로 연구 

하는 FARO 실험과 연계하여 실제의 노심 물질을 사용하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 

을 보이고 있다. KROTOS 실험장치는 텅스텐 필라벤트로 구성된 가열로에서 1-10 

kg, 최 고 3300K 까지 의 용융물을 만들어 내 경 100 mm (또는 200 mm)의 압력 용기 

실험부로 낙하시칸다(그림 3.1이. 용융 제트가 압력 1기압y 깊이 1 rn 내외의 냉각수 

풀에 투입되어 용기 바닥까지 가는 동안 붕괴 (breakup)되고 냉각수와 혼합된다. 용 

융불과 냉각수가 1-2초에 걸쳐 혼합을 이룬 뒤에 실험 용기 바닥에 장치된 기폭 장 

치(고압 가스)의 다이아프람을 열어 고압의 가스를 방출하고I 이 고압 가스 방출로 

인해 기폭이 일어나고 혼합체 영역을 지나가는 압력파를 생성한다. 

KROTOS 실험에서 사용된 용융물로는 용융 주석 I 용융 알루미나(Ah03)， 코륨 

(UOzj Ah03) 둥이다. 현재 50회 이상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처음 25회의 실험은 

주로 주석(Tin)올 사용하였고， 26번째 실험부터는 알루미나를 실험하였다. 그 후 코 

륨을 사용하여 실제 노심 물질에 대한 실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실험 결과 용융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증기 폭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5 kg 정도， l ,OOOK 용융 주석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그 폭발 압력파가 10 MPa이하로 

나타났는데 반해서 1.5 kg, 2573-3073K의 용융 알루미나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압력 

파가 100 MPa에 상당하는 압력파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용융 알루미나를 사용한 실 

험 중에서 몇몇은 외부 기폭 장치의 도움 없이 자발 폭발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폭발의 강도는 냉각수의 과냉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험 후에 관측된 

용융 파편의 분포를 보면 용융 주석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적 크고 거친 형태의 

것이 주된 것이었으며/ 용융 알루미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융 파편이 잘고 구 

형에 가까운 잘 분쇄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수거된 debris 질량중 최대 85%가 

250 때보다 작았다. 그림 3.11은 알루미나 실혐의 경우 측정된 증기 폭발 압력의 전 

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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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륨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외부 기폭(2001)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냉각 냉각수 
(4-102K)에서 증기 폭발 현상 관측을 시도했다. 용융물은 혼합시 비교적 작은 1-3 
mm로 잘게 부서졌으나/ 강력한 증기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코륨의 비중이 
알루미나보다 커 분쇄율이 크며 증기 발생율이 높아 혼합체 내에 액상 냉각수가 부 
족하여 강력한 폭발이 억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초기 압력을 2기압으 
로 올린 경우(KROTOS 52)에 부분적인 폭발 전파가 발생하여 20 MPa의 압력 피크를 
보였는데 f 이는 압력 상숭으로 인해 증기의 체적이 감소된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알루미나를 사용한 실험 결과와는 매우 다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서 좀더 체계적인 실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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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노심 용융 사고 해석 전산 코드 

1. 노심 용융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전산 코드[6] 

기-. SCDAP/RELAP5 

SCDAP /RELAP5 코드[13， 16]는 미 국 INEL(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에서 중대사고시 경수로 원자로 냉각 계통을 모사하기 위한 최적 코드 

로써 개발되었으며/ 중대사고시 노섬/ 냉각 계통， 분열 생성물 사이의 상호 작용을 

모텔링하기 위하여 SCDAP/RELAP5, TRAP-MELT 등을 합쳐서 만들어졌다. 기계학 

적 전산 코드이며 질량， 운동량I 에너지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한다. 

노심 용융 실험 동을 이용한 코드 평가에서 노심 용융 초기 과정의 현상들은 비교 

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후기 과정의 경우 많은 불확실성이 폰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검토에 따르면 연료봉 용융/ 이동 및 웅고l 제어봉 및 노심 구조/ 노 

심과 하부 플레넘에서의 데브라 가열 및 열전달/ 용융풀 크러스트 형성 I 용융풀에서 

의 크러스트 거동 및 대류， 하부 헤드로 용융물 재배치시 물과의 상호 작용/ 하부 

헤드로의 열전달 동을 모사하는 모텔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런 단 

점들에 대한 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 

1) 계산 과정 

정상 상태 

사용자가 용션을 통해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 둘 중 하나로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과도 상태로 얼마간 진행되다가 각 물성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하면 종료된다. 즉 수렴 판정을 위한 알고리 

즘을 실행한다는 점이 과도 상태 계산 과정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과도 상태 

주어진 로직에 따라 시간 단계를 조절하면서 계산을 진행한다. 열구조y 수력학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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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학과 제어 계통마다 트립 로직이 각각 적용되어 물성치가 원자로의 운전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계산을 종료한다. 

나. ATHLET-CD 

독일 GRS에서 개발 중인 계통 코드인 ATHLET을 노심 손상을 포함한 중대사고 분 

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ATHLET-CD로 확장 중에 있으며 노심 용융 초기 과정의 경 

우 비교적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후기 과정의 경우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1) 구조 

ATHLET-CD의 구조는 모율화되어 있어 많은 모델들을 수용할 수 있고 확장이 용 

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본적인 모률은 다음과 같다. 

TFD thermo- f1uid dynamics 

HECU heat transfer and heat conduction 

HEAT core heat-up and degradation 

NEUKIN neutron kinetics 

GCSM general control simulation 

이 외의 다른 모률은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조 변경 없이도 쉽게 연결될 수 있 

다. 

2) 계산 과정 

정상상태 

열원의 설정/ 유체 상태의 반복 계산f 온도 분포와 열전도 계산/ 반응도 계수 

계산/ 열평형 제어 둥의 과정을 explicit method를 사용해서 수렴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시킨다. 

얀
 

“ 



과도 상태 

시간 반복 계산 방법의 일종인 FEBE를 사용해서 열수력학적 현상들을 계산한 

다. 즉 ODE를 푸는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들을 2개의 보조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은 explicit로， 두 번째 그룹은 implicit method로 처리한다. 그리고 

implicit 보조 그룹을 Jacobian 행렬 계산을 통해 직선화 시킨 다음 나머지 계산 

을 수행한다. 

다. ICARE2jCATHARE2 

ICARE2jCATHARE2[9, 14]는 프랑스 IPSN(Institution for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에서 개발 중인 코드로서 CA THARE2, ICARE2, SOPHAEROS 코드를 통합 

하여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과정 중 경수로의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예측 

하기 위 하여 개 발 중에 있으며 TMI-2 사고 결과， ACRR MP-1과 MP-2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코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ICARE2 코드는 원래 노심 손상의 진 

행 과정 I 노심 가열I 용융과 취성 증가로 인한 구조물 파열/ 노심 물질의 재배치/ 노 

심 물질간의 화학반응l 데브리 베드의 거동l 분열 생성물의 배출 동을 모사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ICARE2는 CATHARE2가 제공하는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위에 나열한 사항들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이 수 

행되었다. 

PHEBUS SFD C3 : U02와 고체 지르칼로이 간의 화학 반웅을 분석 

PBF SFD ST 증기가 높은 유량으로 공급될 경우의 지르칼로이의 산화에 

대한 분석 

CORA-5 중대사고시 가압 경수로 제어봉의 홉수재가 용융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CORA-W1 VVER-1000 원자로의 용융을 B4C 홉수봉이 있올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누어 분석 

PBF SFD 1.4 : CORA-5 실험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하나 다른 geometry조건 

에서 증기 고갈을 전제로 하고 실험함 

TMI-2 crucible 형성올 수반한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 용융 

French PWR 증기 고갈 조건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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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 

FLHT-5 : 가압 경수로의 full-length rod를 바탕으로 실험 

ACRR-MP1과 MP2 데브리 베드 · 용융풀의 거동과 세라믹 크러스트 손상 

에 대한 정보 

SIGAL(Structure Information de Gestion et d ’Accueil de Logociels)라는 데 이 터 구 

성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계산 과정을 관리한다. 

2) 계산 과정 

dri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부 Newton 반복 계산 과정을 관리한다. 유체역학/ 

노심 구조물의 열적 거동/ 재배치 I 화학 반웅y 데브라의 거동/ 핵분열 생성물 방출 

동의 현상을 주요 모률에서 다룬다. 주요 모률 자체에서는 implicit method를 사용 

하지만 모률간의 연계 작업에서는 일반적으로 explicit method가 사용된다. 

또한 모률간의 데이터 교환은 SIGAL D/B가 맡아서 처리한다. 이처럼 모률간에 일 

반적인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의 모률을 첨가하기가 쉽다는 장 

점을 가진다. 

라. KESS 

KESS는 독일의 IKE Stuttgart에서 개발 중인 코드로서 중대사고 조건에서 경수로의 

용기 내부 진행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노심이 가열되어 용융 되는 동 

안 일어나는 데브리 베드의 거동l 분열 생성물의 방출 동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모사할 수 있다. 자연 대류를 고려한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노 압력 용기 내부 

의 열수력학적 모텔링을 수행한다. 

KESS를 개발하면서 가압 경수로의 사고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연료봉에 대한 실험 

이 이루어졌다. KESS의 모률에 참고되었던 실험을 나열하면 CORA(test 2, 5, 13, 

28, 3D, W1, W2), PHEBUS SFD(test B9, B9+, C3, AIC), PHEBUS FP(benchmark 

FPT이 퉁이 있다. 자연 대류와 캔들링 모텔에 관해서는 IKE 실험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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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률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모률들은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2) 계산 과정 

RSYST라고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가 모률간의 정보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정상 상태 

과도 상태를 계산하다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 종료한다. 

과도 상태 

계산은 기본적인 모율로부터 시작되며 y 이 단계에서 계산된 물리적 상태와 계 

산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나머지 모률들이 활성화된다. 노심 모사는 하나의 대 

표 연료봉을 가정해서 radial 방향의 모든 연료봉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 

으로 이루어진다. 시간 단계 조절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좌표축마다 서로 다른 

차원 적용이 허용된다. 

마. MELCOR 

MELCOR[9]는 미국 SNL에서 개발 중인 종합 전산 코드로서 경수로 사고시 초기 

사고 과정부터 노심 노출y 손상/ 분열 생성물 방출 및 냉각 계통과 격납 건물을 통 

한 이동 및 대기로의 방출에 이르는 모든 중대 사고 진행 과정을 모사한 코드이다. 

MELCOR는 중대사고의 확률론적 평가 및 검층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코드로서 

많은 현상들이 사용자 지정 상수로 모사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기계학적 모델령을 

첨가하여 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대사고 노심 용융 후기 과정과 관련된 용융풀 형 

성 y 용융풀 내에서의 자연 대류/ 크러스트 붕괴 y 증기 폭발 둥에 관련된 물리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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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대 사고 전반을 모사하기 위한 개선이 진행 중이 

다. 

위와 같은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TMI-2 사고 검증 결과의 모사는 초기 노심 과정에 

서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I lurnped pararneter로 모텔링한 하부 헤드 데 

브리 베드에서의 사고 완화 과정도 모사할 수 있으나 더 자세한 모델이 필요하다. 

검토에 따르면 가압 경수로 1차 계통의 자연 대류l 고압 용융물 분출 및 직접 격납 

용기 가열/ 데브리와 물 사이의 상호 작용y 분열 생성물과 표면과의 반응 둥에 대한 

모델의 개선이 요구되며 기존 실험 결과에 대한 코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MELCOR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텔과 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사고 

시의 중요한 현상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3.5). 

지배적인 현상 MELCOR 내 몰리 모델 패키지 중요도 

용융과 재동결 부분적 모댈 COR 놓음 

재배치와 슬럼핑 부분적 모댈 COR 놓음 

용융풀 헝성 모댈 없음 COR 높음 

용융풀 내의 자연 대류 순환 모댈 없음 COR 높음 

크러스트의 파손 및 용융 관통 모댈 없음 COR 높응 

데브리 베드의 열전달(대류 • 목사) 모댈 없음 COR 늄음 

크러스트 형성 및 동킬 모델 CAV 중간 

용융풀 충의 열전달 부분적 모델 CAV 중간 

용융풀 표면의 열전달 부분적 모델 CAV 중간 

데브리 입자 형성 부분적 모덜 COR 중간 

균열 지점율 통한 용융물질 분출 모델 없음 COR 중간 

증기 폭발 모델 없음 COR 중간 

데브리에서 하부 헤드로의 열전달 적절치 못함 COR 놓음 

관통 파손 적절치 못합 COR 높음 

하부 헤드 파손 적절치 못함 COR 놓음 

용융 데브리 분출 부분적 모델 COR 높음 

데므리 베드의 급냉각 모댈 없음 COR 높음 

데브리 베드 dryout 모델 없음 COR 중간 

데브리 베드의 대류 열전달(breach) 모델 없음 COR 중간 

표 3.5 MELCOR의 현상학적 모델 

1)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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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COR의 실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인 MELGEN은 입력 

자료의 대부분을 지정하고 처리 ·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는 MELCOR 

프로그램 그 자체이다. 이 경우 MELGEN과 그 외의 업력으로부터 얻은 정보(데이 

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계산을 진행한다. 

2) 계산 과정 

먼저 MELGEN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을 MELCOR가 넘겨받아서 계산을 수행한다. 

MELCOR는 setup 모드에서 restart 파일과 추가 입력으로부터 정보를 원어들이고l 

run 모드에서 문제를 풀어 새로 얻은 정보를 다시 restart 파일에 기록한다. 

MELCOR의 가장 핵심은 계산을 맡는 run 모드라고 할 수 있다. 

제 4 절 현상별 모델 

1. Core slumping 

기"， SCDAP/RELAP5 

SCDAP /RELAP5의 core slumping[3, 5, 16, 19] 모사는 LIQSOL 모델로 설명 할 수 

있다， LIQSOL(LIQuefaction-flow-SOLidi“cation) 모델은 연료봉의 재배치와 그 과정 

에서 발생하는 산화과정/ 열전달을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LIQSOL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산 과정을 표 3.6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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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meltdown 진 행 과정 
1. Zr에 의한 핵연료의 용해 

액화된 피복재와 핵연료가 산화막 안에 갇혀있다 
2 산화막(0씨de shelll으| 내 구성 

t. 액화된 물질의 구성 (array 01 drops) 

2 액적의 거동 
액화된 물질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 

3. 액적의 산화 

4 액적으로부터 연료봉과 냉각수로의 열전달 
(slumping down) 

5. 액적의 온도 변화 

1. 액적이 응고할 때 연료봉으로 전달되는 내부 에 

너지 

2. 응고된 액적으로 인해 유밭되는 피복채의 열용량 
액적이 응고한다. 

변화 

3. 응고된 액적으로 인해 변화된 산화도 

(oxidation) 
」

1. 액적이 응고할 때 연료봉과 spacer grid로 전달되 

는 내부 에너지 

2. 액적이 모여 데브리률 형성하연서 발생하는 조성 
액적이 spacer grid에 도달한다 

번호} 

3 데브리에 의해 유발되는 연료봄의 일용량 변화 

4 데브리의 산화에 의한 연료봉의 추가 앓열랑 

표 3.6 LIQSOL 모델 계산 과정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LIQSOL 모델은 먼저 피복재가 핵연료를 액화시키는 비율 

을 계산한다. 그 다음 산화막이 깨지는 위치와 시간을 계산하며/ 마지막으로 흘러내 

리는 물질을 액적 단위로 모사하여 조성과 거동을 계산한다. 

여러 실험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slumping material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액적 

(drop)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적이 흘러내리는 속도는 대략 0.025 mjs이다.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LIQSOL 모텔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기본 전제 

로 하고 있다. 그 가정들이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 43 -



변호 가갱 

1 액적은 피복재의 안쪽 표연으로는 훌러내리지 않는다‘ 

산화막(oxide she1J)은 온도가 2600K를 념어야 깨진다. 

2 단， 피복재의 30% 이상이 산화막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2600K를 넘어도 깨지지 않으며， 용 

융점에 도달해야 째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3 급격한 냉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산화막이 깨질 수 있다， 

4 
흘러내리던 액적이 spacer grid에 닿으면 모여서 데프리 {cohesive debris}의 층을 형성한다고 가 

정한다 

5 slumping material온 hemisphere의 형 태 를 가진 다 

표 3.7 LIQSOL 모델 단순화를 위한 가정 

아래에 LIQSOL 모델의 각 계산 과정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제시한다. 

1) 피복재와 핵연료의 액화 

Zr02 막 안에 갇혀 있는 액화된 Zr-U-O의 양과 위치를 계산한다. 

임의 노드에서의 액체 지르코늄의 양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w = f 껴 (r낡 싫)2 - r}]L1z kPz 
o 

Tsk늘 TLz 
Tsk< TLz 

여기서 y 

Wzk 연료봉의 축방향 노드 k에 위치한 액체 지르코늄의 질 

량(kg) 

rik 축방향 노드 k의 피복재 내경 (m) 

tzk 축방향 노드 k에서 피복재의 산화되지 않은 부분의 두 

께 (m) 

L1 Zk 축방향 노드 k의 길이 (m) 

pz 피복재의 산화되지 않은 부분의 밀도(kgjm3) 

Tsk 축방향 노드 k의 피복재 온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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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z 액 체 지 르코늄의 온도(K) 

임의 축방향 노드에서 지르코늄의 molecule 개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Nz = 1000 NA 땅 
• ~z 

여기서/ 

Nz 액체 지르코늄의 molecule 개수 

NA 아보가드로수(6.023 X 1023 molecules/ g-mole) 

W zk 액체 지르코늄의 질량(kg) 

Az 지로코늄의 원자량(91.2 amu) 

액체 지르코늄은 U02에 접촉하여/ 핵연료의 바깥쪽 표면부터 액화가 진행된다. 이 

에 대한 모델은 Hoffmann et a1.이 제시했으며 다음과 같다. 

R•= 3紙5얹빠8+Vμ때(앤꺼P1맘녕3뼈5.8얹8잉)2샤+ 1. 01뻐96x째10 5따않뼈5놈녔행빼e앉때빼X째삐p(←-總요11 )，1μ4 

I%!%%:ct = P? lfi 
2 (100 - P2l 

.1 2 Wu 
% = V Yp -TZ강E 

여기서/ 

P2 시간 단계 마지막에서의 U-Zr-O에 들어있는 U02의 질 

량비(%) 

P1 시간 단계 처음에서의 U02의 질량비(%) 

R 8.314 (J/kg-mole-K) 

L1 t 시간 단계 (s) 

Wu 축방향 노드에서 용해된 U02의 질량(kg) 

W z 축방향 노드에서 용해된 지르코늄의 질량(kg) 

r m 2 축방향 노드에서 시간 단계 마지막의 용해되지 않은 핵 

연료의 외경 (m) 

rp 핵연료 용해가 일어나기 전의 연료봉 외 경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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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핵연료의 밀도(kg/m3) 

L1 z 축방향 노드의 길이 (m) 

2) 피복재 산화막의 파손 

시간 단계 중에 피복재 표변의 Zr02 막의 파손이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산화막이 깨짐과 동시에 용융물의 재배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산화막이 파손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T ox> Tfail and fox < j 
or 

T ox > T 1Mlt 

or 
T QX > Tznn and hox ~ 1 X 10-5 

여기서 r 

T ox = 산화막(oxide shell)의 온도(K) 

Tfail 2600K 

= 피복재의 산화비 
f 0.3 

Tmel t = 산화막의 용융점 (-2950K) 

T zrm = 금속 지르칼로이의 용융점 (2125K) 

hox = 산화막의 두께 (m) 

위의 조건 이외에 급속한 냉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산화막이 파손될 수 있다. 

3) 액체 Zr-U-O의 조성과 재배치 

흘러내리는 물질의 조성올 알아야 재배치 중에 일어나는 산화 반웅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배치 물질의 액적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액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Dussan과 Chow까 제시한 식올 사용한다. 액적에 의해 

덮인 표면적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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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8êθ A 으--
i “ pgsmy 

여기서/ 

As 액적에 의해 덮인 표면적 (m2) 

θ A 액 적 과 표 면 사 이 의 advancing angle(rad) 

(J 표면 장력 (N/m) 

é 1-θR/ θA 

θ R 액 적 과 표 면 사 이 의 receding angle(rad) 

p 액 적 의 밀도(kg/m3) 

g 중력 가속도(9.8 m/s2) 

r 표면의 기울기 (π/2) 

액적의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정은 액척 

의 모양이 hemisphere라는 것이고I 두 번째 가정은 웅직이는 액적의 As가 정지한 

액적의 As보다10%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액적의 반경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 

리할 수 있다. 

5 

-
0-y 

a
‘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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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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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의 부피를 구하는 식은 

?J 

I 

때
 
서
 

π
 

、
기
 

2-3 

여
 

= ,a 
v 

rd 액적의 유효 반경 (m) 

Vd 액적의 부피 (m3) 

축방향 노드에서 연료봉 단위 길이당 액적의 개수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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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n 

γ
 -2二

%

γ
 -서

-

여기서/ 

Ndn 축방향 노드 n에서 연료봉 단위 길이당 액적의 개수 

r on 축방향 노드 n에서 용융으로 인해 생긴 연료봉 내부 공 

동의 외경 (m) 

rdn 축방향 노드 n에서 용융으로 인해 생긴 연료봉 내부 공 

동의 내경 (m) 

임의의 축방향 노드의 액적에서 발생하는 산화를 계산하는 과정은 4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액적 단위 표면적당 질량 증가를 계산한다. 두 번째로 액적당 열 발생량 

을 계산한다.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에서 계산한 값에 산화로 인한 열 발생량을 더 

한다. 네 번째로 피복재의 액적에 의해 덮이지 않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산화로 인 

한 열 발생량을 계산한다. 

액적의 단위 표면적당 시간 단계 중의 질량 증가(weight gain)를 구하는 식은 다음 

과 같다. 

Wdknl (Wdk1찌 + keJ씌t)O.S 

여기서 1 

Wdknl 시간 단계 마지막에서의 액적의 단위 표면적당 질량 증 

가 

n은 액적이 발생한 축방향 노드의 인텍스 

k는 액적이 현재 위치한 축방향 노드의 인텍스 

WdknO 시간 단계 처음에서의 액적의 단위 표면적당 질량 증가 

n은 액적이 발생한 축방향 노드의 인텍스 

k는 액적이 현재 위치한 축방향 노드의 인댁스 

keff effective parabolic rate constant((kgjm2)2js) 

L1 t 시간 단계 (s) 

액적의 단위 표면적당 열 발생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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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싸 W뼈l과W빼 ) 

여기서/ 

Q 

Heff 

액적의 단위 표면적당 열 발생량(W 1m2) 

액적에서 발생한 유효 발열량(J I kg , oxidized Zr & 

U02) 

Heff는 액적의 조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H짜 =[0-쩌r靈+ lHuo，魔]
여기서 y 

Heff 반응의 유효 발열 량(J/kg， oxidized Zr & U02) 

H zr Zr의 유효 발열량(6.45 X 106 J/kg, Zr • Zr02) 

AwZr Zr의 원자량(91.22) 

A w o2 02의 원자량(32) 

HU02 U02의 유효 발열량(7.84 X 105 JI kg, (U02)3 • U30 8) 

Awu (U02)3의 원자량(810) 

f U02의 질량비 

위 식을 이용해서 액적의 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qtotk 쩔Ndη 2π rdn
2

Qdkn 

여기서/ 

qtotk 노드 k에서 액적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열의 총합(W) 

ntot 현재 노드 k에 위치한 액적의 개수 

rdn 노드 n에서 발생한 액적의 유효 반경 (m) 

액적에 의해 덮이지 않은 표면의 산화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전체에 대한 덮이지 

않은 부분의 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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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 1- 행 πN쩌않2 
dk - 1. 우 2π7띠Zk 

여기서/ 

Fdk 노드 k에서 전체 표면에 대한 액적으로 덮이지 않은 부 

분의 버 

rk 노드 k의 연료봉 외 경 (m) 

L1 Zk 노드 k의 축방향 길이 (m) 

시간 단계 동안 액적이 이동하여 자리하는 위치는 다음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Zd1f2 Zd:η1 + UdL1t 

여기서/ 

Zdn2 노드 n에서 시간 단계 마지막에서의 액적 위치 (m) 

Zdnl 노드 n에서 시간 단계 처음에서의 액적 위치 (m) 

Ud 액적의 이동 속도(mjs) 

L1 t 시간 단계 (s) 

액 적 의 이 동 속도 Ud를 구하는 식 은 Dussan과 Chow가 제 시 했으며 다음과 같다. 

3.395(1- θR/θA) 
K Al (fuet-1) 

μd = (1/À A + 1/ ÀR) 

여기서/ 

Ud 액적의 이동 속도(mjs) 

À A advancing contact angle에 대 한 속도 변화율 

((mjs)jrad) 

À R receding contact angle에 대 한 속도 변화율((mjs)jrad) 

fwet 정지한 액적에 의해 덮인 표면적에 대한 이통 중인 액 

적에 의해 덮인 표면적의 비=1.1 

위에서 제시한 ÀA와 ÀR은 유체의 물성치를 모르면 그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I 

액적의 속도를 실험에 의해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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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의해 얻어진 액적의 이동 속도는 0.025mjs이다. 이 결과를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제한한다. 

μ = 12.225 
d - 10.0 

여기서 y 

T 1m> T so1 

T Im< T so1 

Tkn 액적의 온도(K) 

n은 액적이 발생한 축방향 노드의 인텍스 

k는 액적이 현재 위치한 축방향 노드의 인댁스 

Tsol 액적의 고체 상태 온도(K) 

액적의 이동 속도를 0.025 mjs로 가정하고 역으로 ÅA와 ÅR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ÀA ÀR 0.025/( π/36) 0.286( (m/s)/ra에 

또한 위의 값과 MATPRO를 사용해 얻은 물성치를 로대로 식에 대입해서 Ud를 구 

하면 0.01 mjs를 얻을 수 있다. 이로써 액적의 이동 속도가 실험에 의해 얻은 값과 

이론적으로 유도해낸 값이 비교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적의 온도 변화는 위에서 다룬 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평형 방정식을 세워 

정리하여 다음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1.5 L1T mix J. 3'-' ", (QÆ - Q It) 
π γd- PdCd 

여기서 I 

L1 Tmix 시간 단계 동안의 액적의 온도 변화 

Qg 시간 단계 중에 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된 열 

Qlt 시 간 단계 중에 액 적 이 잃는 열 

4) 하부 헤드로의 노심 재배치 

디
 ω
 



여기서의 노섬 재배치란 용융풀로부터 용융 물질이 흘러내려 하부 헤드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재배치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 용융풀 내부의 용융 물질의 지탱하고 있던 크러스트의 일부가 녹는 

다. 

2 단계 : 용융풀 상부 크러스트가 파손된다. 

3 단계 : 하부 헤드에 새로운 용융풀이 형성된다. 

(단， 2 단계 이전의 용융풀이 노심 벽에 거의 닿을 정도로 성장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크러스트 파손이 일어나도 하부 헤드로의 용융 물질 재배치는 일어나 

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한 번 재배치가 시작되면 용융풀 전체가 이동 

해서 하부 헤드에 새로운 용융풀의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상부 크러스트의 파손 경계 값은 0.5 mrn 이다. 즉 상부 크러스트의 두께가 0 .5 mrn 이 

하로 되면 파손이 일어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 파손 경계 값은 TMI-2 사고 결 

과 분석을 통해 제시된 값이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코드에서는 이 

값은 사용자 지정 함수로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용융 물질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냉각수와의 반응도 사용자가 임의로 설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용융 물질과 냉각수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냉각수로의 내부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며 하부 헤드에 흘러내린 용 

융 물질의 porosity는 0이다. 

용융 물질과 냉각수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 용융 물질이 냉각수와의 반응을 통해 내부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분열되어 

파편을 형성한다. 이 때 porosity는 약 0.5, 파편 입자의 크기는 10 rnrn 로 

가정한다. 

후자의 경우 냉각수가 기화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발생시키므로 원자로 용기의 압 

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많
 



노심 재배치 과정의 모델링은 현재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용자 지정 

상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올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개선할 점 

산화막 실패를 사용자 지정 함수를 사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 

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화막 실패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재배치되는 

용융 물질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계학적 모델을 더 추가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CDAP jRELAP5는 피복재 안의 용융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연료봉 안 

쪽의 공간에서 흘러내릴 경우에 대해서는 모델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ballooning)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피복재 안의 핵연료/지르코늄 반응과 피복재 밖의 지르코늄/냉각재 반웅을 

연계해 (coupling)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부에서 화학 반 

응에 의해 소모되는 지르코늄과 외부로부터 산화되는 지르코늄을 고려해서 

피복재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Zr-U-O 용융 물질의 slumping을 노드 단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용융 물질의 거동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pacer grid7} 재배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임의적인 가정에 의폰하고 있 

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사용된 가정과 모델중 많은 부분들이 임의적인 가정과 부적절한 물리 법칙 

에 의폰하고 있다. 또한 모델의 선태에 있어서도 편의에 의존해 더 적절한 

모델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현재의 하부 헤드로의 재배치 모델은 기계학적인 방법이 아닌 사용자 지정 

상수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재배치 도중에 일어나는 냉각수와의 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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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연료봉 · 제어봉과의 반웅/ 하부 지지대와의 반웅I 노심 배플과의 반웅을 

적절히 모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크립에 의한 하부 크러 

스트 파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MELCOR 

MELCOR에서는 캔들링 (candling) 현상의 모사가 COR 패키지에서 이루어진다. 

COR 패키지의 캔들링 모텔은 반기계적 (semi-mechanistic)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기본적 열수력학적 법칙에 의거한 방정식과 사용자 지정 함수를 모두 사용한 

다. 

이 모텔에서는 유동 속력을 구하기 위해 방정식을 푸는 대신 용융 물질의 일정한 

생성 (steady generation)과 흐름을 가정하고， 시간 단계 중에 생성된 모든 물질은 그 

과정중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 결과 용융 물질의 생성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캔들링 모델에 사용되는 물질의 양은 시간 단계에 비 

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시간 단계에 걸친 용융 물질의 방출을 모사할 때는 다 

른 방법을 대신 사용해서 시간 단계의 영향을 배제한다. 

MELCOR에서는 방사상 재배치 (radial relocation)를 모사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기폰 용융 물질을 캔들링/재배치 알고리즘에 따라 재배치 

데브리 입자를 캔들링/재배치 알고리즘에 따라 재배치 

위의 두 가지 모두 사용자 지정 함수를 통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1) 개선할 점 

물질의 재배치 관련 모텔은 질량 · 에너지 방정식에 기초해서 풀고 있다. 그러나 이 

동하는 용융 물질과 냉각수 간의 열전달 현상은 무시되고 있으며 y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융 물질의 이동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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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험을 통해 사용자 지정 상수 계산 과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l 기계학적 모델을 첨가하여 물리적인 고찰 과정 

을 거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데브리 냉각 

기 .. SCDAP/RELAP5 

SCDAP /RELAP5에서는 데브리의 거동[10， 16, 20, 23]을 모사하기 위해 COUPLE 

코드를 사용한다. COUPLE 코드를 사용해서 데브리 주변 구조물 사이의 열전달 특 

성을 계산할 수 있다. COUPLE 코드의 모델은 형성된 데브리의 잔열과 내부 에너 

지를 고려해서 발생한 열이 주변 구조물이나 냉각수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까지를 

다룬다. 또한 이 모델을 사용해서 원자로 용기의 가열 정도를 알아내는 데에도 웅 

용할 수 있다. 

중요한 모델링 상의 관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porosity의 공간적 인 분포 상황 

porous 물질의 열전도도 

데브리 베드의 성장 속도 

porous 물질로부터의 복사 열전달 

데브리의 용융과 응고 

그리고 이 모텔에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용융 물질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데브리 베드에서 산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데브리 베드에서 핵분열 생성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1) COUPLE 코드 

COUPLE 코드는 2차원 유한 요소법을 사용해서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의 열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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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할 수 있다. 다음 식은 코드에서 사용하는 2차원 에너지 방정식이다. 

aT a /T7" aT" a /TT aT (pCv)e v:l~ ~ •• (Ke ~~.)+ ~ .. (Ke ~~. )+Q e at ax ,.u.e ax I I ay ,.u.e ay 
여기서 I 

( p Cv)e P( p Cv)l+(l-P)( p Cv)s( p Cv)e 

P( p Cv)l+(l-P)( p Cv)s 

p 밀도(kgjm3) 

Cv 정적 비열 

K 열전도도 

Q 단위 부피당 열 생성율(Wjm3) 

T = 온도 
P porosity(pore volumejtotal volume) 

e equivalent 

액체 

s = 고체 

2) Element porosity 

COUPLE 코드에서는 데브리의 각 element 별로 porosity를 따로 부여한다. 각 

element의 porosity는 시 간의 함수로서 나타난다. element의 열 역 학적 물성 치 를 나 

타내는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φ = Prþf+ (I - P)rþs 

여기서/ 

φ = 열역학적 물성치의 평균값(예; 열전도도I 비열) 

cþ 열역학적 물성치 

V
“ 

내
 

·
따
 삐
 

π
 
체
 
체
 

F 

。

π

고
 

= 

= 

= 

P 

f 

s 

porosity가 0일 경우에는 element가 현재 고체 데브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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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porosity가 1인 경우에는 element에 냉각수만 있는 것을 의미한다. 

porosity는 O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f 데브리와 냉각수가 element 안에 공존하는 

경우 Q<P<l의 조건을 보이게 된다. 

3) 열전도도 모델 

dryout porous 베드의 경우 전도 열전달은 물론 복사 열전달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열전도도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et Kec+Kr 

여기서 y 

Ket 유효 전체 열전도도 

Kec 유효 열전도도(전도 열전도만 고려한 경우) 

Kr 복사 열전도도 

열전도도 모텔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왔으나 여기서는 Imura-Takegoshi 모텔에 

Vortmeyer의 복사 모델을 더하여 사용한다. 이 모텔에 의거하여 다음 식들을 얻을 

수 있다. 

CÞ = O.3p1. 6V -0.44 

Ko 
v= Ko 

φ =J!..二효 
1-φ 

여기서 I 

K g 기체나 증기의 열전도도 

Ks 고체의 열전도도 

P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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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meyer 모텔에 의한 식은 다음과 같다. 

Kr = 4ησ;fJr 

여기서1 

η = 복사 exchange factor 

ð = Stefan-Boltzmann 상수 

르n
 

지
，
 

자
 
도
 

입
 
온
 

D 

T 

위의 식들은 COUPLE 코드의 CNDUCT 서브 루틴에 입력 자료로 제공되어 다음의 

유효 열전도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k eff kikec+kr) 

k r (0- ë) 101 kec+ kg/ ka)) + ëka 

ka (π14)dp(0.277 1 (2 1 ë- 0.264))( T1100) 3(0) -6 

여기서/ 

keff porous 데브리의 유효 열전도도(Wjm-K) 

kr 복사항 

kec 고체의 열전도도 항 

ka 복사 유효 열 전도도(W jm-K) 

ê 데브리의 방사율(사용자 지정) 

dp 데브리의 입자 크기 (m) 

4) 상변화 모델 

상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전에는 moving mesh technique올 사용했었으나 현재는 

enthalpy method라고도 불리는 fixed mesh technique을 사용한다. 물질의 엔탈피를 

사용해서 pCp올 구하는데 l 단위 부피당 엔탈피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H = pC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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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pCp = dHjdl 

dH ,/ dX = ( ~~)(요스) 
d)(/' dT 

여기서 l 

X coordinate boundary(m) 

5) 데브리 의 dryout 

COUPLE에서는 데브리의 dryout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액상의 부피비를 참조하는 

모델을 사용한다. 이 때 액상의 부피비는 RELAP5가 계산한다. 결국 데브리의 액상 

부피비가 0이면/ 데브리가 dryout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현상학적으로 볼 때 porosity 공간에 폰재하던 액상의 냉각수는 열에 의해 기화되 

어 dryout 상태로 진행한다. dryout 상태가 되기 전에는 데브리에서 발생하는 열이 

액상의 냉각수를 기화시키는데 소모되지만， dryout 후에는 데브리가 가열되기 시작 

한다. 

이때 COUPLE은 O-d Lipinski 모델을 사용해서 dryout을 모사한다. O-d Lipinski 모 

텔에 사용하는 입력 자료는 데브리의 파워 밀도/ 크기， porosity, 업자 크기/ 냉각수 

의 물성치 둥이다. 그러나 이 모텔은 데브리의 가열을 모사하는 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COUPLE의 유한 요소 mesh 표면에서의 열전달 

모든 유한 요소 mesh의 표변에는 대류와 복사 열전달 경계 조건이 적용된다. 사용 

되는 경계 조건을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Ket)옳 πZb. rb) hc(Zb. rb)[ T( Zb. rb까c(Zb. rb)] + QraiZb.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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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Zbt rb) (Zbt rb) 좌표의 노드 표면 온도(K) 

Zb 노 드 의 elevation{m) 

rb 노드의 반경 (m) 

n 노드 표면에 수직한 노말 벡터 화표(m) 

hc{Zbt rb) (Zbt rb) 좌표의 노드 표면 대류 열전달 계수(W jm2_K) 

Tc{Zbt rb) = RELAP5 계산 온도(K) 

qrad{zb t rb)= 방사 열 속(Wjm2) 

7) 개선할 점 

중요한 가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데브리의 분열에 대한 모텔이 부족하다. 

사용자 지정 상수와 요소별 porosity 모텔로는 데브리의 과도 상태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시간 변화에 따른 데브리 베드의 

porosity 변화와 액상 데브리의 거동에 대한 것은 모델령이 되어 있지 않다. 

코드 입력에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사용자 지정 상수를 다른 값으로 교체할 

마땅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 MELCOR 

노심 하부로 흘러내린 용융물이 냉각수와 접촉하면 quenching이 일어난다. 이 때 

하부 플레념의 냉각수가 기화되면서 데브리는 급속하게 dryout 상태로 변해간다. 

이 때의 열전달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데브리 입자에 유효 반경의 개념을 적용한 

다. 그리고 입자의 대류 열전달 계수 h가 압력 용기 벽에 닿지 않는 이상 일정하 

- 60 -



다고 가정한다. 

COR 패키지에서는 입자 표변에서의 열속 qd를 계산하기 위해 Lipinski가 제시한 

상관식을 사용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r Pv( P 1- P v) gd c 3 (1 + À CI L ) ,1/2 
qd = 0 . 756 h k | l 

d - v.fVV ,. tvl (l -c)[l+ (Pv/PI) 1I4]4 J 

여기서/ 

Pl 

잠열 

액체 상태 물의 밀도 

증기 상태 물의 밀도 

v 
’ n 

pv 

g 

d 
갚
 

가
 

려
 「

즈
 

A 
U 

,1 c 

입자의 지름 

데브라 베드의 porosity 

데브리 베드의 두께 

6O'cos ()(l-리 
= 데브리 베드의 액체 모세 압력 

cd(PI- Pv)g 

E 

L 

여기서/ 

σ = 물의 표면 장력 

() wetting angle 

1) 개선할 점 

하부 헤드 데브리에 부과되는 열 부하에 대해서는 Lipinski 상관식을 사용하여 간 

단하게 모사되고 있다. 그러나 용융풀 모델이 부재한 관계로 데브리 베드가 용융풀 

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모텔을 찾을 수 없다. 먼저 용융풀 모델이 첨가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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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융풀 내의 열전달 

가. SCDAP /RELAP5 

데브라 베드가 형성되고 나면 내부는 열로 인해 녹아서 액화되고 자연 대류에 의해 

혼합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자연 대류[1， 2, 8, 12, 16, 18]에 의한 혼합은 데브리를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lumped parameter method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COUPLE 코드는 열전도만을 다루는 코드이기 때문에 기 

존의 대류 열전달 상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효 열전도도 ke를 도입해야 한다. 

대류 열전달 계수 h값으로부터 유효 열전도도 ke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kn = ~(Tp - T s) 
e àT 

àn 

여기서/ 

h 대류 열전달 계수 

Tp 용융풀의 온도 

Ts 경계온도(고체/액체의 경계이므로 코륨의 용융점) 

a T/ an 고체/액체 경계변에 수직한 고체 방향으로의 온도 구 

배 

위의 식을 사용해서 1<.，를 구하기 위해서는 h 값올 알아야 한다. SCDAP/RELAP5의 

COUPLE 코드에 서 는 J ahn & Reineke의 상관식 을 사용해 서 h의 용융풀 상방과 하 

방의 평균값을 얻는다. 

용융풀 위쪽 대류 열전달 계수 명균값을 구하는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hu 훌O.36Rao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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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융풀 하부에 적용할 수 있는 대류 열전달 계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hd 흉 O.54Rao 

여기서y 

k 상 경계에서의 열전도도(W jm-K) 

R 용융풀의 유효 반경 (m) 

Ra 용융풀의 Rayleigh 수 

책앓5 
avk 

여기서 1 

g 

Q 

β 

a 

v 

= 중력 가속도(9.8mj s2) 

= 단위 부피당 열 생성율(W jm3
) 

= 부피 팽창 계수(ljK) 

= 열 확산 계 수(m2js) 

= 용융 물질의 동점성 계수(m2js) 

Jahn & Reineke의 실험 결과에 의하며 용융풀 하부의 대류 열전달 계수는 용융풀 

중심으로부터의 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평균 Nusselt 수에 대한 국부 

Nusselt 수의 비인 NUljNum이 각도 6 가 O 。에서 90 。로 변함에 따라 0.2에서 2까 

지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2에 각도에 따른 Nu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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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노섬 중심선으로부터의 각도 8 에 따라 

변하는 Nu 수의 비 

코드에서는 각 elernent 별로 용융풀 하부 평균 대류 열전달 상관식으로 구한 값에 

위의 그림의 경향을 반영해서 국소 대류 열전달 계수 값을 얻어낸다. 

이상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I COUPLE 코드는 용융풀 내부의 열전달 특성을 

자연 대류로 가정하고 실험 상관식을 통해 얻어진 h 값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용융 

풀의 열전달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h 상관식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13에 COUPLE에서 사용된 용융풀 하부 열전달 계수 상관식과 다 

른 실험 상관식들을 비교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용융풀의 Ra 수 범위는 1015 
-

1016 으로 예상된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범위에서 평균 열전달 계수 값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차세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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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hn & Reineke 

- - - - - - Maying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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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_ .. _ .. _. Frantz & D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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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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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1E7 1E8 1E9 1E10 1E11 1E12 1E13 1E14 1E15 1E16 

Ra 

그림 3.13 용융풀 하부의 평균 열전달 계수 

위의 그래프에서 사용된 상관식들은 다음과 같다. 

J ahn & Reineke 

Nμdn = 0 닮RaO . 18 (품) 0.26 

Mayinger et a l. 

Nμdn O.55RaO
.
2 7XI06 < Ra < 5XI014 

Garbor 

Nμdn O.55RaO
.
15 (품 (1 

Frantz & D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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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T 、 0.25 
Nμdn = O.딩Rau.~ !품) 

그림 3.14에 압력 용기 하부에 재배치된 노심 물질의 기하학적 구조를 나타내었다. 

R .. ctorV .... 1 

그림 3.14 원자로압력용기 하부에 재배치 

된 노심 물질에 대한 개략도 

그림 3.15는 ψ 를 67 。로 가정하고 위에서 얻은 평균 열전달 계수로부터 용융풀 하 

부 국부 열전달 계수를 구한 것이며 여러 상관식들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ahn ‘ Ralne‘· 
- - - - - Dhlr 

UCLA 

_.- •••••• mlnl-ACOP。

i 
z 

; 

i z 
a 
--

"Y="."."-":'.뇨i 

20 ‘0 
.。

그립 3.15 용융풀 하부의 국부 대류 열전달 상관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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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에서 사용된 상관식들은 다음과 같다. 

Jahn & Reineke 

(0.2Nuavg 0<8~20 

Nμ(8) = lMμ 팩 8+2-75x색ì 20<κ75 J .'~avg， 55 v ''"' ''-''' 55 ) 
12Nuavg 75<8~90 

Dhir 

Nμ(8) = Nuavi b1sin 28+ 0.24) 

여기서/ 

b1 
9.12(1- cosφ) 

8-9cosØ+ cos3φ 

UCLA 

(MμavRO.17sin 4θ+ 0.23) 
Nμ(8) = { 

1Mμavg( Cl sinθ- C2COS 8) 

0< 융 ~0.75 
0.75< 융<1 

여기서 y 

c1 -1.25 cos cp + 2.6 

c2 -2.65 cos cp + 3.6 

π
 
-2 

6 

-
φ
·
 

-θ
 

mini-ACOPO 

(Mμ viO.1 + 1. 08(효) -4.5(호 )2+8.6C효 )3] 
Nμ(8) l.'~aVgLv .... , .... vv , ø; "%.'-'~ ø 

1 ... T r A j ., I ^ t"\r- I () '\ I I 8 '\. 2 tNíμavi0 .41+0.35( ~)+( ~)ι] ‘ φ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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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할 점 

용융풀 내부의 자연 대류 모텔에서 과도 상태에 대한 모델링이 부족하여 급 

작스런 크러스트의 실패와 그에 뒤따르는 용융 물질의 재배치를 모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유효 열전도도 모델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 

용융풀 내부에서 발생하는 산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 MELCOR 

용융풀 모델이 없고 하부 헤드에서 데브라와 압력 용기 사이의 열전달 모텔이 사용 

된다. 데브리 베드와 압력 용기 하부 헤드 사이의 열전달 모텔은 다음과 같다. 

데브리 베드로부터 하부 헤드와 그것의 관통부(계기관l 제어봉 안내관l 배수 마개) 

로의 열전달은 열전달 계수와 열전달 면적 그리고 질량 둥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로 

모사된다. 가장 하단의 축방향 층의 파편으로부터의 하부 헤드로의 열전달율은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qd,h = hd,hAh(Td -Th,s) 

여기서 

qd,h 데브리와 하부 헤드간의 열전달률 

hd,h 데브리와 하부 헤드간의 대류 열전달 계수 

Ah 하부 헤드의 표면적 

Td 데브리의 온도 

Th,s 하부 헤드 안쪽 표면의 온도 

최하단의 축방향 층의 파편으로부터 관통부로의 열전달율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68 -



hd. P헐Ap( T d - T p) Qd. ρ 

열전달률 데브리와 관통부 사이의 

열전달 계수 

관통부 면적 

P·P Ju 

」
U

Q‘ 

μ
u
 

여기서/ 

Ap 

높이 데브리 l::. Za 

높이 

관통온도 

l::. Zl 

Tp 

Az, 

P매ETR.l TI(삐 

OEBRIS 

C\t,ll 

.ð Z(j 

’ 
‘ 
l r 
l 
I 
l 
l --‘ 

’ 

” 1 

LOVt[R HE~D 

그림 3.16 하부 헤드 노드화 

의한 관 파편에 높이， Zl，과 높이가 Zd가 되는 ð.1oIl-하~.~ 
~-d 。 τ5"-"1 면적은 바닥의 관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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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부의 면적을 부분적으로 덮는 비 (Zdj Zl)에 기초한다. 

관통부로부터 하부 헤드 노드의 상단으로의 열전달율은 사용자에 의해 정의되는 관 

통부와 하부 헤드간의 전도 면적에 기초한다. 

T'.- T ‘ c 

qp,h= kρAp. h μAZ1 ” 
i 

여기서， 

qp.h 관통부와 하부 헤드 간의 열전달률 

kp 관퉁부의 열 전도도 

Ap.h 관통부와 하부 헤드 간의 전도 면적 

전도 면적 Ap，h는 열 전도의 2-D에서의 성질을 적당하게 모사하기 위해 선태되어야 

만 한다. 여기에선 하부 헤드 노드의 상단으로의 전도만이 모의되고 있다. 

하부 헤드 내의 전도 열전달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 ;-TJ.; 

q ,.j ki. ;A h - "~Zi~ ".J (식 21) 

여기서， 

q i,j 노드 i와 j 사이의 열전달률 

ki,j 노드의 평균 열전도도 

Th,i 노드 i의 온도 

t:::.. Zi. J 와 j 사이의 거리 

각각 하부 플레넘의 제어체적 ICVCH(입력 자료에서 정의)과 qp,v/ qd,v 그리고 qh，v에 

서의 관통부와 파편 그리고 하부 헤드로부터 유체로의 대류 열전달은 역시 모사되 

고 있다. 하부 헤드의 외부 경계는 현재로선 단열 상태로 다루어 지고 있다. 

각각의 모델 요소를 위한 순수한 에너지 전달은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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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ρ(T;- 껍) (Qd.P- Qp.h- Qp.v)L1t 

Cpj T;- 껍) (Qs- Qd.p- Qd.h- Qd. v- Qd.d)L1t 

Cp,h,n( TX.η- 감， η) (Qn- l. n+ Qd.h+ Qp.h- Qh.v)L1t 

Cp.h,1( TZ,i- 감，ψ) (Qi- l,i- QU+l)L1t 

여기서 I 

Cp,j 총열용량 

qs 산화와 붕괴열로 인한 데브리 열원 

qd,d 데브리 사이의 열전달률 

L1t 시간 단계 

그리고 위첨자 o와 n은 각각 전시간대와 새로운 시간대의 온도를 나타낸다. 즉 계 

산된 온도는 새로운 시간대의 온도로 간주되어 위의 네 식에 대입하여 역행렬로 풀 

게 된다. 

1) 개선할 점 

용융풀의 형성과 파손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4. 증기 폭발 

노섬 용융물-냉각수 반응 현상에 대한 해석 코드로는 혼합(mixing) 해석에 

PM-ALPHA, CHYMES, COMET A, IKEJET이 있으며， 폭발 전파(explosion 

Propaga tion) 해석에 ESPROSE.m , CULDESAC 및 IDEMO가 있으며/ 혼합 및 폭발 

전파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코드는 TEXAS, IFCI, MC3D, JASMINE 및 

TRACER-II가 있다. 이들 코드의 특정을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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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Country Dim. Fluids Fuel Remarks 

CHYMES 영국 2 3 E premlxlng 

COMETA EC 5 L premixing. FARO 

CULDESAC 영국 2 3 E explosion 

ESPROSE.m 미국 2 3 E explosion 

IFCI USA 2 4 E premixing, exP1osion, USNRC 

IKEJET/IDEM。 독일 3 E premlxtng, ex때oSlon 

JASMINE 일본 3 3 E premixing, exP1osion 

MC3D 프랑스 3 4 E preml씨ng ， explosion 

PM-ALPHA 미국 2 3 E premixing 

TEXAS-V 미국 3 L premixing, explosion 

TRACER-II 한국 2 3 E premixing, exPlosion 
」←」 , 

표 3,8 주요. 증기 폭발 해석 코드 

해석 코드를 구성하는 주요 모델의 특정으로는 우선 다상 유동의 지배 방정식과 수 

치 해법상에서 용융 노심을 Eulerian과 Lagrangian으로 다루는 차이가 있으며， 기하 

학적 차원에서 1차원에서 3차원까지 다양하다. 냉각수(물， 증기)는 Eulerian으로l 용 

융 노심은 Lagrangian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치 해법상 물과 증기와의 

coupling 문제상 Eulerian으로 다루는 것이 용이하며 I 이 경우 area transport 

equation을 고려하여 용융 노심을 Eulerian으로 다루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기 

하학적 차원은 적어도 2차원 이상이 필요하며/ 현재 원자로의 구조 및 관련 상관식 

의 적용 범위상 2차원 모텔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용융물 분쇄 (melt breakup) 모텔은 혼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크게 

(a) semi-empirical correlations, (b) Rayleigh-Taylor instability, (c) Kelvin

Helmholtz instability의 현상으로 구분된다. 실험 상관식은 이용하기에 용이하나 실 

험 데이터의 부족으로 적용 범위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instability에 대한 자세 

한 모델들은 현상학적으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나 이의 복잡한 관계식 및 해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 해석 코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증기 폭발과정에서 기계 에너지 변환률 예측에 매우 중요한 melt fragmentation 

rate에 대한 모델들은 현재 주로 상관식 형태이며 I 실험 데이터의 부족으로 아직 검 

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해석 결과와 종합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타당성 

” 
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UC-Santa Barbara의 SIGMA-2000 실험 [46]에서 체계적인 데 

이터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상사 물질(Sn， AI, oxide)에 관한 데이터에 국한되고 있 

다. 다상 유동 해석에서 상간의 열 및 운동량 교환에 관한 관계식은 어느 정도 정 

리되어 있으나 이들이 주로 원자로 물질 및 조건이 아닌 대상에 근거하고 있어 적 

용성 여부가 아직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가. CHYMESjCULDESAC 

Fletcher와 Thyagaraja[35]는 가압 경수로에서 용융 노심과 냉각수의 혼합을 모사하 

기 위하여 천이 상태， 2차원적， 2상 유동 모델(용융물과 냉각재)-CHYMES-를 개 

발하였다. 이 모텔에서는 냉각재를 열적 평형 상태(포화 상태)로 보아 유동장에 따 

른 복잡한 교환항이 무시되었다. CHYMES에서는 Pilch[36]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용융물 분쇄 모델을 사용한다. 

뽕 - Col V ~팝 

여기서， D , V r , Pν Pl' C。는 각각 용융 방울 직경/ 용융물과 주위 유체와의 상대 

속도， 냉각재 밀도/ 용융물 밀도/ 경험상수(=0.245)를 말한다. 최근 CHYMES의 계산 

은 작은 직경을 가진 볼 집합체의 냉각수내로의 분사에 대한 모사를 실시하였는데 I 

이 계산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시된 실험 결과와의 비교가 이루어졌다[37]. 이 결 

과 CHYMES는 투입 속도 동에서 비교적 잘 들어맞으나/ 반경 방향의 분포가 실험 

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etcher는 구형 볼의 부상력이 난류로 인 

한 2차류에 의해 크게 지배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합 모텔에 난 

류를 적절히 모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Fletcher[38]는 실제적인 증기 폭발 전파 과정 예측보다는/ 주로 수치적인 해를 구하 

고 민감도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천이상태， 1차원적， 3상 유동(용융물y 용융 파편/ 

냉각재)의 CULDESAC 모델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l 이 모텔에 수록된 질량l 운동량/ 

에너지 상관식은 비교적 복잡한 형태를 피하고 있으며/ 특히 냉각재는 기상과 액상 

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유동장에 따른 어떠한 현상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Fletcher는 증기 폭발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용융물 분쇄 모텔은 경계충 박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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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융물 분쇄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Carachlios 둥[39]이 제시한 단일 방울 

박탈 모텔이 가장 적합한 모텔이라고 주장하였다. 

뽕 C싫감 - κ|짧파Pe 

여기서 l 경험 상수인 Cfrag는 대략 1/6이다. 위 식에 단위 부피당 용융 방울의 수를 

곱하고 용융물 연속 방정식을 곱하여 다음 식과 같은 용융물 분쇄 모델을 제시하였 

다. 

rf amcfra.와 Vm - Vω IÝκPm/Lm 

여기서 Cfrag은 대략 1정도이다. 또한 그들은 용융물 분쇄가 ~crit-12이상에서만 

일어난다는 제한치를 제시하였다. 최근에 그들은 경험적으로 열적인 용융물 분쇄 

모텔을 제안하였는데/ 열적 분쇄는 증기막이 깨진 연후에야 일어난다는데 착안 지 

연시간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rfrag amP’nH( t* - t /ag) / r frag 

여 기 서 I H(.)는 Heaviside 함수 이 고I tlag는 Lag시 간， 그 리 고 r frag은 용융물 분 쇄 시 

간 척도이다. t 는 "time clock"으로I 각 격자마다 계산 초기에는 영으로 세트되었다 

가 전파되는 압력파가 기폭압력보다 높을 경우(p>ptrig) 시간을 체크하게 된다. t 가 

tlag와 같아질 때까지는 분쇄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이 시간이 되어야 증기막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일단 이 시간이 지나면 용융물 분쇄율은 단지 r frag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용융물의 거동은 다음 수송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게된다. 

옮(amPmt*) + 웅옮(amPm Vmt") - r j* + amPmH(P-싫) 

이러한 열적 분쇄 과정은 단지 정성적인 연구에는 도움이 될 뿐이며 I 어떠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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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험 값과의 비교는 수행되지 않았다. 

나. IFCI 

SNL의 Young[40]은 IFCI라고 불리는 증기 폭발 모델을 개발하였다. IFCI의 목적은 

용융물-냉 각재 의 반웅을 가능한 한 기 계 적 인 방법 (mechanistic method)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었다. IFCI는 경수로에서 가상 노심 용융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안된 

MELPROG/MODl 모델중의 FLUIDS라는 모률로부터 개선된 것이다. 이 모텔은 2 

차원적이며 냉각재기상과 냉각재 액상/ 용융물과 고화된 용융물 동의 4상으로 구성 

된 모델이다. 이 네 개의 각상은 각기 질량l 운동량/ 에너지 보존식을 가지고 있다. 

IFCI는 이들 보존식을 SETS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고 있는데 I SETS법에서는 각 

구성물에 대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식의 한 세트를 field로 본다. 이들 field사 

이의 질량I 운동량I 에너지 교환은 이들 방정식 세트에 결합된 항들을 말한다. 

IFCI는 주로 혼합 단계를 해석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코드는 FITS실험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계산결과l 최종 용융물의 크기 분포와 용융물을 투과하는 

압력전면의 전파속도 둥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IFCI 코드는 

증기 폭발의 전파 단계까지 모사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IFCI는 동력학적 용융물 분쇄 모델과 용융물 표면적 수송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용융물 분쇄율은 밀도와 속도 둥 국부적 열수력학적 조건에 의해 화우되며， 용융물 

의 표면적 수송 방정식을 통하여 용융물의 표면적의 수송을 처리하게 된다. IFCI는 

Pilch[36]가 제 안한 다음과 같은 용융물 분쇄 모델을 사용한다. 

짧 - CoIV~V멜 

여기서 I J) I Vrl PI' PjI Co는 각각 용융 방울 직경/ 용융물과 주위 유체와의 상대 

속도I 냉각재 밀도I 용융물 밀도/ 경험 상수(=0.245)를 말한다. 

용융물을 Eulerian으로 처리하면 용융 방울은 한 개의 차분 격자보다 작을 수도 있 

고 여러 차분 격자보다 커질 수도 있다. 용융 방울이 한 격자에서 다른 격자로 대 

τ
 
ω
 



류 이동할 수도 있다. 용융물을 Eulerian으로 처리할 경우 용융 제트나 용융물 풀올 

원래의 형태로 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IFCI에서는 용융물을 

Eulerian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용융물의 분쇄를 단지 용융물의 표면에서만 일어난 

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용융물 분쇄 모텔은 용융물의 직경의 변화가 아닌 용융물 

의 표면적 변화를 수식화하였다. 융융물에 대해서 대류 수송되는 양은 단위 부피당 

표면적 (Aν Volumetric Surface Area)을 의미한다.Aι와D는 용융물의 부피 분율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분 격자의 크기보다 작은 구형 용융 방울을 고려하 

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Av 6띔 

여기서 I a m 잖/ 또한 V m . Vcell은 각각 격자 내에서의 용융물 부피/ 격자 볼륨 

올 나타낸다. 이제 Aι의 변화율( rA)을 직경 변화율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rA 
dA v 

dt 

6a m dD 
D2 dt 

•_ Lt .l갚D 
.L:L v D dt 

rA는 표면적 선원항으로도 불리며/ 표면적 수송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aA 
~~:v + \7 0 (vmAv) rA at 

다. PM-ALPHA/ESPROSE.m 

Theofanous 둥은 증기 폭발의 혼합 및 전파 과정을 해석하기 위하여 2차원적 I 3유 

체의 거동을 모사하는 두 개의 컴퓨터 모텔올 개발하였다. PM-ALPHA[41-4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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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OSE-m[ 44，45]가 각각 혼합/ 전파 과정 을 모사하기 위 한 컴 퓨터 모델 이 다. 

PM-ALPHA모텔은 혼합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천이상태， 2차원적， 3유체 컴퓨터 모 

델이다. 이 모텔에서는 운동량 및 에너지 교환항이 각각 유동장의 형태에 따라서 

기술되어있다. 운동량 교환 모델의 경우 용융물의 부피 분율이 0.3이하의 경우 냉각 

수의 기 공율에 의 거 하여 Bubbly, Churn-turbulent, Droplet 유동으로 나누고 

Bubbly, Churn-Turbulent인 경우에는 냉각수를 연속체로 간주하고 용융물과 증기를 

Dispersed Phase로 보아 주로 마찰력에 의거한 운동량 교환항을 도출했다. 용융물 

의 부피 분율이 0.3이상일 경우는 다공성 유통에 따라 이를 기술하였다. 에너지 교 

환 모텔에서는 냉각수의 기공율 0.7을 기준으로 그이하의 경우는 용융물 주위로 막 

비둥에 의한 열전달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며 l 그 이상일 경우는 증기 연속체 속에 

용융물과 냉각수가 산재되어 있어 주요 열전달 메커니즘은 용융물로부터 증기로의 

대류 및 냉각수로의 복사이다. 

ESPROSE-m 모델의 가장 큰 특정은 순간적 Bond수로 표시된 용융물 분쇄 모델과 

m-유체(냉각수 증기와 용융파편 그리고 Entrained된 냉각수)의 개념의 적용이다. 기 

존 ESPROSE-a모델이 용융파편으로부터 모든 열이 모든 냉각수에 주어진 반면， m

유체 개념은 용융 파편으로부터의 모든 열이 일부 냉각수에만 전달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m-유체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양의 결정에 있어서 정량화 문제 동 

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Theofanous 동[46]은 수은-냉각수실험에서 분쇄된 질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엑스레 

이촬영과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순간적 Bond수 형태의 분쇄율 모텔을 

제시하였다. 

dMd πD~(t) I U i t) - U cc t) I I , 1η 
(PcPd) μ dt 6t; ' ..... c ..... a 

여기서 무차원 분할 시간은 순간적 Bond수 (instantaneous Bond number)로 정의된 

다. 

η
 

,--------- ‘ - ’_ .. _-…-----'--



t: 14.8Boi 1
/
4 

그들은 또한 이를 용융주석-냉각수 실험 결과에 적용한 결과 이 모텔은 실험 데이 

터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열적인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증기 폭발에는 냉각수외도 증기가 폰재하기 때문에 다음 식과 같은 다상 형식의 분 

쇄 모델을 제시하였다. 

F dM 
r nf-값 

6af 따4 
π갱 따 옳 a.A검-패다꼬f/I) 

여기서 I 

dM 
dt am(뿜L +(1- am)(뽕) I 

또한/ 

(뿔)i = - π장에|강(t)-강에 1 / ~ ~ \ 11 
(PfPY1 

6tZ i j 

for i=m,l 

am은 m-유체의 부피 분율을 나타내며 다음 식과 같다. 

()m 
am ((), + ()m) 

무차원화된 분쇄 시간과 각상에 대한 Bond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t: 13.7Boi 1/4 

BO i 흉농 C얘i 1강 - 깅 1 2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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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EXAS 

TEXAS 모텔은 원래 LMFBR 안전성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용융물-냉각재 반 

응 실험을 계획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인자적 모델이었다. Chu9} 

Corradini[ 47)는 동력학적인 용융물 분쇄 모텔과 계면 질량I 운동량l 에너지 수송에 

관한 상관식을 도입함으로써 용융물-냉각재 반응의 혼합 과정 해석 모델 TEXAS-II 

를 개발하였다. 이를 다시 Tang과 Corradini[48，49)가 증기 폭발시 전파 과정까지 

모사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TEXAS-III). 

TEXAS-III는 증기 폭발의 혼합 및 전파 과정의 일련의 완전한 증기 폭발을 모사할 

수 있는 천이 상태/ 일차원적 I 3상 유동모델이다. 이 모텔에서는 냉각재의 기상과 

액상의 열적 기계적 비평형을 허락하고 있으며/ 좀 더 현실적인 열전달 현상을 모 

사하기 위하여 유동 영역 천이를 다룰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정은 

냉각재의 액상과 기상은 Eulerian모델인데 반해서 용융물은 Lagrangian 모델을 사 

용하고 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l 용융물은 각기 방울 형태를 이루게 되어서 그 운통 

을 각기 추적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용융물이 제트형태이거나 Bulk 형태일 경우 

실제상황에 맞는 처리를 하기는 힘들지만r 용융 방울이 천이 현상을 거치면서 쪼개 

지고 이동하는 현상(용융 방울 분쇄)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혼합 단계에서 

의 용융물 쪼 개 짐 모 델 은 수 력 학적 불 안 정 (Rayleigh-Taylor instability)에 기 본을 두 

고있다. 

Chu와 Corradini는 Pi1ch[36)의 액체 방울의 다단계 쪼개짐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용융 방울이 형태가 변형되고 동력학적으로 명확하게 몇 개의 작은 용융 방울로 쪼 

개지는 가정 하에 동력학적 쪼개점 모델을 개발하였다. 쪼개짐 모텔에는 Taylor 불 

안정성만이 고려되었으며 수평 방향의 속도차에 의한 전단력 (shear force)은 무시되 

었는데/ 이는 증기막의 폰재로 인해 이들 효과가 작다고 본 때문이다. 

α T+) D(O) exp( - C1( T+) C2~C3 

용융물 쪼개짐률을 평균함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선형적인 시간 독립적 형태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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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l D nexp (1- C o!:::. T+ ~O.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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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V꾀 tn+ 1 
- tn) 1닷 

‘ Dï Y Pj 

π
 辦f

m 

빠
 

여기서 V rel , D j , Pκ Pc는 각각 상대 속도I 용융 방울 직경， 용융물 밀도/ 냉각재 밀 

도를 말한다. 여기서/ 위첨자 n, n+l은 과거 시간 간격과 현재 시간 간격을 말한다. 

전파 과정에서 용융물 분쇄 모텔은 Kim[5이의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Kim의 모텔은 열수력학적 효과를 고려한 4단계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먼저/ 용융 

방울은 막비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 압력 펄스에 의해 증기막과 냉각재 액상사 

이에 불안정성 파동이 야기되고， 구형의 형태를 가진 Rayleigh-Taylor 불안정성에 

의해 냉각재 액상 제트가 용융물 쪽으로 생성된다. 용융물 속에 갇힌 냉각재는 용 

융물로부터의 열전달로 인해 빠르게 기화하면서 용융물의 표면이 팽창하게되고 용 

융물은 분쇄된다. Tang과 Corradini는 위 Kim 모텔에서 용융물 분쇄율은 용융 방 

울의 표면적과 평균 제트 속도에 비례한다는 반-경험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 j - pjR7Np VjerF( a)g( 상 

여기서 ， pj, Rp , N p, Vjet ， F(a) ，g( r)은 각각 용융 방울 반경/ 용융 방울의 수l 냉각수 

제트속도/ 냉각재 기공율에 대한 보상 인자I 유효한 용융물 분쇄 시간을 위한 인자 

를 나타낸다. 

TEXAS-III는 용융물을 Lagrangian으로 처 리 함으로써 혼합 단계 의 동력 학적 인 용융 

물 쪼개짐 현상 연구에 유리하며 전파 단계까지 해석할 수 있게 보강됨으로써 증기 

폭발현상의 유기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기 폭발 실험은 대부분 용융물을 

제트나 Bulk 형태로 유입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지는 않다. 또한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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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산에 그치고 있어서 용융물의 반경 방향 분포를 모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단 

점으로 보인다. 

미-_ TRACER-II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증기 폭발 해석 코드인 TRACER-II는 Bang and Park[51]에 

의해 개발되었다_ TRACER-II는 2차원， 3유체 지배 방정식으로 증기 폭발의 혼합 및 

폭발 전파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모델로， 2차원 2유체 모텔인 K-FIX[52]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코드이다. 국외의 기존 해석 코드에 비해 최근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상관식 및 용융물 분쇄 및 파쇄 모델을 참고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1 특 

히 냉각수 액상과 기상의 비평형 상태에 적합한 물의 상태 방정식을 개발하였다. 

냉각수 액상과 기상은 각각 과열 (superheated)， 과포화(supersaturated) 상태가 허용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상태를 결정한다. 

1) 현재 압력 (p)하에서 따라서 기상과 액상의 포화 상태 온도y 내부 에너지 I 밀도y 

비 열 등을 결 정 한다(T5， 1μ， Ivst P'5' Pν'5' Cþ1ff Cþι)-

2) 액상과 기상은 각각 과열/ 과포화 상태가 허용되어 각각의 내부 에너지를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온도( T1, Tι)를 결정한다. 

T ,= Ts(P) + (1,- Ifs(P))/ Cþ,(p) 

T v = T S< P) + (1v - Ivs(p))/ CÞV(p) 

여기서 

지
 

너
 

예
”
 

부l
 

내
 

지
 돼
 

뼈
 써
섭
 

HT 

얘
「
 

도
 내
 은
 

온
 의
 혹
 

화
 샘
 상
 열
 

포
 <

기
 비
 

서
 핸
 서 서
 

에
 
-
-
-
-
에
 

에
 

P 

상
 ·P 

P 

도
 력
 
기
 
력
 
력
 

온
 압
 의
 압
 압
 

재
 
재
 
재
 재
 재
 

현
 현
 
현
 현
 현
 

----------E 
R 
L

’ 
I
얘
 
• 

L/A 

r
-
-
κ
 ‘ 
’ 

T 
Th 

I 
Q 

3) 이때 기상과 액상의 밀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의 경우는 현재 압력에 

서의 포화 증기 밀도를 가지고 온도 보정을 통하여 구하며 I 액상의 경우는 현 

재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액체 밀도를 다음과 같이 압력 보정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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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T/) 
plp, T/) = p/s( T/) + .--<s죠.E- [p_ Ps( T/)] 

Pv(p, T v) Pν，.(찌 (7꿇) 
여기서 y 

E Bulk Modulus 

바. 해석 코드칸 비교 (ISP-39) 

OECDjCSNI의 요청으로 EC 주관으로 수행한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Ispra의 

증기 39 (ISP-39) 에 서 이 러 한 폭발 해석 

코드간에 많은 

온도r 혼합체 

코드의 상호 비교를 FARO L-14 

실험에 대해 해석하여 비교한 결과 

기내의 압력/ 혼합체 내의 냉각수 

량 동에서 많은 분산을 보였다. 그림 

차이를 보였으며 I 특히 실험 용 

높이， melt로부터의 총에너지 전달 

3.17은 FARO L-14 실험의 용기내 압력 상승 

에 대한 각 코드의 예측치를 실험 결과와 함께 표시 한 그림 이 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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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7 FARO L-14 실험에 대한 전산코드의 해석결과 

비교OS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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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있었던 OECD / CSNI FCI Specialist Meeting 등에서 제시된 앞으로 개선 

을 요구하는 주요 모델로는 (a) Eulerian 수치 해법상의 numerical diffusion, (b) 

breakup 모 델 , (c) fragmentation 모 델 , (d) thermal radiation 모 델 , (e) 상 간 의 열 

및 운동량 교환 상관식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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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 론 

1. 연구의 성과 

가. 중대 사고 노심 용융 후기 과정의 자세한 고찰을 통해 사고 중에 일어나는 현 

상들의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할 불확실성의 범위를 규정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 노심 용융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실험과 전산 코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학계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 

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현상이 

코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되어 있는지 살펌으로써 그 모델의 적절성 여 

부와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현상별로 모델의 개선할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은 미국 및 유럽의 원전과 유사하여 중대 사고시 노심 용 

융물이 원자로 용기 하부로 이동시 하부 플레넘의 잔여 냉각수와 증기 폭발 발 

생이 가능한 것으로 사려된다. 격납 용기의 α-mode failure 가능성은 현재 국 

제적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에도 이러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내 증기 폭발에 의한 원자로 용기 파손 가능성은 In-Vessel 

Retention 사고관리 차원에서 주요 쟁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의 미비점 

이 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미비점은 정보의 부족이었다. 노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객관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 전산 코드의 모델링에서 종종 발견되는 임의적인 가정 

과 부적절한 모텔링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 앞으로의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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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구의 방향은 이번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전산 코드 모델링에 
대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개선된 모델을 민감도 분석 

을 통해 기폰 모델과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며 모텔의 개선을 통해 불확실 

성을 감소시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다음 연구 
의 가장 큰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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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철 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1. 국내외 실험 자료 조사 및 분석 

노심 용융 과정 실험들의 대부분이 초기 과정에 대한 것이라 노심 용융 후기 과정 

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실험은 MP-l, MP-2, PHEBUS-FPTO 뿐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MP-l , MP-2, PHEBUS-FPTO, RASPLA V 실험과 TMI-2 사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할 현상들을 분류해낼 수 있었 

다. 분류된 주요 현상은 core slumping, 데브라 냉각/ 용융풀내의 열전달r 증기 폭발 

등이다. 

2. 국내외 해석 모델 조사 및 분석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심 용융 후기 과정 모사 전산 코드에서 위의 주요 현상들이 

어떠한 해석 모델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으며 각 해석 모델의 장단 

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해석 모텔에서 임의적인 가정이 사용된 것이 발견 

되었으며/ 이러한 염의적 가정들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 

를 마련하였다. 

제 2 절 대외 기여도 

현 상태의 기술 수준에서는 현상학적이고 이론적인 모텔링보다는 실험식에 의존하 

는 형태의 모델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모텔링으로는 실험식을 유도하 

면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현상들을 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도 힘들어진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중대 사고 평가 규제 기술 개발 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 사고 현상중 후기 노심 용융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들 현상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규제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생 

- 87 -

•_ .• _~_.~←._~--… 



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노심 용융 노심 용융 후기 과정과 

관련된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 개발의 완성과 중대 사고 관리 평가를 위한 기술 기 

준 및 규제 요건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æ-



제 5 장 참고 문헌 

1. R.c. Schmidt, K.M. Kelkar, S.V. Patankar, “ Numerical Analysis of Laminar 

Natural Convection of an Internally Heated Fluid in a Hemispherical Cavity 

with an Adiabatic Flat Surfaces," 

2. E.M. Sparrow, S.V. Patankar, S. Ramadhyani, "Analysis of Melting in the 

Presence of Natural Convection in the Melt Region,'’ Transactions of ASME, 

Vo l. 99, Nov. 1977 

3. J.K. Fink, M.G. Chasanov, L. Leibowotz,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Uranium Dioxide,"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 l. 102, 1981 

4. R.J. Park, S.L. Lee, S.K. Kim, K.J. Yoo, "Crust Formation and Its Effect on 

the Molten Pool Coolability," 

5. J.E. 0 ’Brien, G.L. Hawkes, '’Thermal Analysis of a Reactor Lower Head with 

Core Relocation and External Boiling Heat Transfer," 

6. "Simulation Codes for Severe-Accident Analysis," Nuclear Reactor Safety and 

the Radiation Protection and Shielding Divisions 

7. J.L. Rempe, C.M. Allison, "Improved Models for Predicting Heat Transfer 

from a Molten Pool," INELjLITCO 

8. Constantine P. Tzanos, Dae H. Cho, "Numerical Predictions of Natural 

Convection in a Uniformly Heated Poo l,'’ ANL 

9. Jong-Hwa Park, Hee-Dong Kim, "Assessment of the Core Degradation 

Models in ICARE2 and MELCOR Codes," 

10. Robert E. Henry, James P. Burelbach, Robert J. Hammersley, Christopher E. 

Henry, "Cooling of Core Debris within the Reactor Vessel Lower Head," 

Numerical Technology, Vo l. 101, Mar. 1993 

11. Robert E Henry, Hans K. Fauske, "External Cooling of Reactor Vessel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 l. 139, 1933 

12. Kune Y. Suh, Robert E. Henry, "Integral Analysis of Debris Material and 

Heat Transport in Reactor Vessel Lower Plenum,"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 l. 151, 1994 

13. C.M. Allison, L.J. Siefken, E.W. Coryell, "SCDAP jRELAP5jMOD3 Code 

- 89 -



Development,'’ NUREG j CP-0126 

14. G. Hache, R. Gonzalez, B. Adroguer, "Status of ICARE Code Development 

and Assessment,'’ NUREG CP-0126 

15. Richard R. Hobbins, David A. Petti, Daniel J. Osetek, Donald L. Hagrman, 

!’Review of Experimental Results on Light Water Reactor Core Melt 

Progression," Nuclear Technology, Vo l. 95, Sep. 1991 

16. "SCDAP jRELAP5jMOD3.1 Code Manual Volume II: Damage Progression 

Model Theory," NUREGjCR-6150 , EGG-2720 

17. R.R. Hobbins, D.A. Petti, D.J. Osetek, D.L. Hagrman, "Review of Molten Pool 

Experimental Results on LWR Core Melt Progression," 

NUREGjDE-AC07-76ID01570 

18. Michael Epstein, "A Natural Convection Model of Moten Pool Penetration 

into a Melting Miscible Substrate,'’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52, 

1994 

19. S.W. Kim, M.Z. Podowski, R.T. Lahey Jr., N.Kurul, "The Modeling of Core 

Melting and In-Vessel Corium Relocation in the APRIL Code,'’ NURETH-7 

20. H.U. Wider, "Transient Cooling of Shallow Debris Beds in the First Two 

FARO-LWR Experiment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57, 1995 

21. Kune Y. Suh, "Modeling of Heat Transfer to Nuclear Steam Supply System 

Heat Sinks and Application to Severe Accident Sequences," Nuclear 

Technology, Vol 106, June 1994 

22. T.G. Theofanous, Sanna Syri, Tony Salmassi, Olli Kymäläinew, Harri 

Tuomisto, "Critical Heat Flux through Curved, Downward Facing, Thick 

Wall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51, 1994 

23. Ronald J. Lipinski, "A Coolabi1ity Model for Postaccident Nuclear Reactor 

Debris,'’ Nuclear Technology, Vol 65, APR. 1984 

24. M.L. Corradini, B.J. Kim and M.D. Oh, "Vapour Explosions in Light Water 

Reactors: A Review of Theory and Modeling," Prog. r‘.Jucl. Energy, Vol. 22, 

pp. 1-117, 1988. 

25. L.D. Buxton and W.B. Benedick, "Steam Explosion Efficiency Studies," 

SAND79-1399,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Nov. 1979. 

26. L.D. Buxton, W.B. Benedick, and M.L. Corradini, "Steam Explosion Efficiency 

- 90 -



Studies: Part II Corium Experiments,'’ NUREG/CR-1746, SAND80-1324,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Oct. 1980. 

27. D.E. Mitchell and N.A. Evans, "The Effect of Water to Fuel Mass Ratio and 

Geometry on the Behavior of Molten Core-Coolant Interaction at 

Intermediate Scale,'’ Proc. of Int. Mtg. Thermal Nuclear Reactor Safety, 

Chicago, IL, NUREG/CP-0027, Aug. 1982. 

28. D.E. Mitchell and N.A. Evans, "Steam Explosion Experiments at Intermediate 

Scale: FITS B Series,'’ NUREG/CR-3983, SAND83-1057,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Feb. 1986. 

29. B.W.Marshell, "Recent Fuel-Coolant Interaction Experiments Condeucted in 

the FITS Vessel, "ANS Proceeding of 1988 National Heat Transfer 

Conference, HTC-Vo1.3,264-275,1988. 

30. D. Magallon, H. Hohmann, '’High Pressure Corium Melt Quenching Tests in 

FARO,'’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55, 253-270, 1995. 

31. D. Magallon, H. Hohman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150kg-Scale 

Corium Melt Jet Quenching In Water",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Meeting on Nuclear Thermal-Hydraulics NURETH-7, NUREG/CP-0142. Vo1.3, 

1688-1711, 1995. 

32. D. Magallon, I. Huhtiniemi, and H. Hohmann, "Lessons Learned from 

FARO/TERMOS Corium Melt Quenching Experiments," Proc. of OECD/CSNI 

FCI Specialists Mtg., Tokai-Mura, Japan, May 1997. 

33. H. Hohmann, D. Magallon, H. Schins, and A. Yerkess, "FCI Experiments in 

the Aluminum oxide/Water System,"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55, 

391-403, 1995. 

34. I. Huhtiniemi, D. Magallon, and H. Hohmann, "Results of Recent KROTOS 

FCI Tests: Alumina vs. Corium Melts," Proc. of OECD/CSNI FCI Specialists 

Mtg., Tokai-Mura, Japan, May 1997. 

35. D.F. Fletcher and A. Thyagaaraja, "The CHYMES Coarse Mixing Model,'’ 

Prog. Nucl. Energy, 26, pp. 31-61, 1991. 

36. M. Pilch, "Acceleration Induced Fragmentation of Liquid Drops," Ph.D. 

Thesis, University of Virginia, 1981. 

37. D.F.Fletcher and M.K. Denham, "Validation of the CHYMES Mixing Model,'’ 

- 91 -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55, 85-96, 1995. 

38. D.F. Fletcher, "Propagation Investigation using the CULDESAC ~‘odel，"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155, pp. 271-287, 1995. 

39. C. Carachalios, M. Burger and H. Unger, "A Transient Two-Phase Model to 

Describe Thermal Detonations Based on Hydrodynamic Fragmentation,'’ Proc. 

Int. Mtg. on LWR Severe Accident Evalu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Aug. 1983. 

40. κ1.F. Young, "IFCI: An Integrated Code for Calculation of A l1 Phases of 

Fuel-Coolant Interaction," NUREGjCR-5084, 1987. 

41. W.H. Amarasoonriya and T.G. Theofanous, "Premixing of Steam Explosions: 

A Three-Fluid Model,'’ Nuc1ear Engineering and Design Vo1.126, 1991. 

42. S. Angelini, W.W. Yuen and T.G. Theofanous, 띤remixing-related Behavior of 

Steam Explosions,'’ Nuc l. Eng. Des. 155, pp. 115-157, 1995. 

43. T.G. Theofanous, W.W. Yuen, and S. Angelini, "The Verification Basis of the 

PM-ALPHA Code," Proc. of OECDjCSNI FCI Specialists Mtg., Tokai-Mura, 

Japan, May 1997. 

44. W.W. Yuen and T.G. Theofanous, "The Prediction of 2D Thermal 

Detonations and Resulting Damage Potential,'’ Nuc1ear Engineering and 

Design, 155, 289-309, 1995 

45. T.G. Theofanous, W.W. Yuen, K. Freeman, and X. Chen, "The Verification 

Basis of the ESPROSE.m Code,'’ Proc. of OECDjCSNI FCI Specialists Mtg., 

Tokai-Mura, Japan, May 1997. 

46. X. Chen, W.W. Yuen and T.G. Theofanous, "On the Constitutive Description 

of the Microinteractions Concept in Steam Explosions,'’ Proc. of 7th Int. Mtg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s, pp. 1586-1606, Saratoga Springs, 

New York, Sept. 1995. 

47. c.c. Chu and M.L. Corradini, "One-Dimensional Transient Model for 

Fuel-Coolant Interaction Analysis," Nuc l. Sci. Eng. 101, pp. 48-71, 1989. 

48. J. Tang and M.L. Corradini, "Modeling of the Complete Process of 

One-dimensional Vapor Explosion,'’ CSNI-FCI Specialists Mtg., Santa Barbara, 

Jan., 1993. 

49. J. Tang, "Modeling of the Complete Process of One-Dimensional Vapor 

η
 ι 

n 3 



Explosions,"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3. 

50. B. Kim and M.L. Corradini, "Modeling of Small-Scale Single Droplet 

Fuelf Coolant Interactions," N ucl. Sci. Eng., 98, 16-28, 1988. 

51. K.H. Bang, I.G. Park, and G.c. Park, "TRACER-II: A Complete 

Computational Model for Mixing and Propagation of Vapor Explosions,'’ 

Proc. of OECDjCSNI FCI Specialists Mtg., Tokai-Mura, Japan, May 1997. 

52. W.c. Rivard and M.D. Torrey, "K-FIX: A Computer Program for Transient, 

Two-dimensional, Two-fluid Flow," LA-NUREG-6623, 1977. 

53. C. Addabbo, A. Annunziato, and D. Magallon, " Synopsis of the Results of 

ISP-39 on FARO Test L-14,'’ Proc. of OECDjCSNI FCI Specialists Mtg., 

Tokai-Mura, Japan, May 1997. 

- 93 -

,_ .• ~.~--_._._--← ‘ •.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변호 표준보고서번호 주제코드 

KINS!HR-198 

제목/부제 | 

가압 경수로행 원자로 중대 사고 후기 노십 용융 현상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전규동 한양 대학교 원자력 공학과 교수 

연구자 및 부서명 방광현(해양대). 박세인(한양대). 박성용(한양대). 백형홈(해양대). 임재혁(한양대) 

발행지 서울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발행일 1998. 4. 15 

페이지 93 p. 도 표 유 (v). 무 ( 크 기 26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I ). 대외비( ). 급비띨 보고서 종류 위탁 보고서 

한양대 방사선종합연구소 계약번호 RS97-26-PL 

초록 (200단어 내외) I 
TMI-2 사고 이후 설계 기준 사고를 능가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중대 사고의 진 
행， 완화 및 종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중대 사고 완화 및 원전 안전성에대한 확선을 갖게 

하논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심 용융 후기 과정， 기존 실험 자료， 중요 현상별 전산 

코드의 모델령에 대한 기술올 통해 노심 용융 후기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방안의 방향올 제시하고 

있다 

주제명키워드(10단어 내외) I 

중대 사고， 노십 용융 후기 과정， 용융풀， 데브리， 데브리 냉각. SCDAP!RELAP5. MELCOR 



BIBLIOGRAPHIC INFORMA TION SHEET 

Preforming Org. Sponsoring Org 
Standard Report Subject Code 

Report No. Report No. 

KINS!HR-198 

Title/Subtitle I 

A St1,ldy on the Late Core Melt Progression in Pressurized Water Reactor Severe Accidents 

Project Manager and Dep’t. 
Jeun, Gyoo Dong 

Prof. of Dept. of NucJear Eng., Hanyang Univ. 
Bang, Kwang Hyun(kmaritime U.) Park, Seh In(Hanyang u.) Park, 

Researcher and Dep ’t. Seong Yong(Hanyang u.) Back Hyung Hmm(kmaritime U.l Lim Jae 
Hyuck(Hanyang U.} 

Pub. 
Seoul 

Pub. Korea Institute of Pub. 
1998. 4. 15 

Place Org. NucJear Safety Date 

Page 93 p 
11. and 

Tab 
Yes ( ,j ), No ( Size 26 cm. 

Note 

Classified Open( ,j), Outside( Report Type Contract Report 

Sponsoring 썩Hanyang Radiation Research Lab.1 Contract No RS97-26-PL 

Abstract (About 200 Words) I 

After TMI-2 accidents, it has been paid much attention to severe accidents beyond the design basis 
accidents and the research on the progress of severe accidents and mitigation and the cJosure of 

severe accidents has been actively performed. In paπicular， a great deal of uncertainties yet exist in 
the phase of late core melt progression and thus the research on this phase of severe accident 
progress has a key role in obtaining confidence in severe accident mitigation and nucJear reactor 

safety. In the present study, physics of late core melt progression, experimental data and the major 
phenomenological models of computer codes are reviewed and a direction of reducing the 

uncertainties in the late core melt progression is proposed 

S빼t Keywords (About 10 Words) I 

severe accident, late core melt progression, molten pool, debris, debris coolibility, SCDAP!RELAP5, 
MELCOR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1절 국내외 연구사례
	1.외국의 경우
	2.국내의 경우
	3.조사 연구 개발사례에 대한 평가

	제2절 국내외 기술 수준
	1.외국의 경우 
	2.국내의 경우
	3,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


	제3장 연구개발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노심 응용 진행과정
	제2절 노심 응용 진행 과정에 대한 실험
	1.노심 응용 후기 과정에 대한 실험
	2.증기 폭발 실험

	제3절 노심 응용 사고 해석 전산 코드
	1.노심 응용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전산 코드

	제4절 현상별 모델
	1.Core Slumping
	2.데브리 냉각
	3.용융풀 내의 열전달
	4.증기 폭발

	제5절 결론

	제4장 연구개발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1절 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1.국내외 실험 자료 조사 및 분석
	2.국내외 해석 모델 조사 및 분석

	제2절 대외 기여도

	제5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