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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인지 및 수소 제어 관리를 위한 정보 파악 방법론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각종 사고시 발생하는 수소는 가연 한계에 이르면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원천의 건전 

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사고 인지방법과 수소해석모델 

개발올 통해 중대사고시 종합적인 수소제어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원전의 안전성올 높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사고 인지 방법론은 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계 

측기를 포함하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원이 그 원인과 추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고 결국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소제어 

관리 방안은 실제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사고관리 및 설계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므로 그 검토 결과를 표준 및 차세대 원전 규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종합적인 수소제어관리방안은 크게 중대사고 인지 방법론과 수소관리 지침서 작성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중대사고 인지 방법론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고관리 전략별 

펼요정보가 도출되어야 하고 계측기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상태에서 중 

대사고에 이르기까지 원전의 상태를 적절히 진단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중대사고관리를 위한 필요정보는 전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외국에서 작성된 정보 파악 방 

법론과 수행된 수소연소 관련 실험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보완되었다. 

당해 년도에는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계측인자에 대 

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수소 제어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수소 생성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수소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위협올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수소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었고 몇 가지 방법들이 제 

시되었다. 그 중에서 수소 점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소를 가장 빨 

리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연소시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온도 

첨두로 인한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간단한 사고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소점화 의사 

결정수목을 작성하고 의사결정수목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통해 수소농도가 계산되어질 

수 있고 이는 사고관리 평가척도가 된다. 

수소 거동 현상과 관련하여 기 개발된 수소 생성 모델을 중대사고에 적용시켜 계 



산올 수행하였으며 3차원 수소농도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ASFLOW 코드의 

모델 검토 및 설치， 샘플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소 제어와 관련하여 PAR와 점화 계 

통의 혼용시의 사고 평가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소제어기 및 각 국의 현황， 현재 

코드에서의 PAR 모댈에 대한 자료 파악을 수행하였다. 

N. 연구개발결과 

1차， 2차 년도에 수행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3차 년도에 수행된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사고관리를 위한 정보 결정과 관련해서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설치된 계측기의 사용범위와 함께 비 

상운전절차서에서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수소 제어 관리 방안 연구에서는 실제 국내 원전에 사용중인 수소점화기의 자 

료를 토대로 수소제어를 위한 의사결정수목이 작성되었다. 작성된 의사결정수목은 울진 

3&4 호기 개별원전 분석 보고서의 사건수목과 연계하여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의 기 

초자료가 되었다. 

셋째， 수소 생성 메커니즘 중 노심용융물과 냉각수 상호작용에 대한 개발된 모 

델을 MAAP 4.0 코드에 삽입하여 사고 해석 계산을 수행하였다. 기 수행된 서울대 

소격실에서의 수소 혼합 실험을 바탕으로 3차원 수소농도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 

였으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GASFLOW 코드의 모댈 검토를 수행하였다. PAR와 

점화계통 혼용시 사고 평가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재결합기 및 각 종 수소점화기에 

대한 특성 및 개발 현황， 각 국의 설치 현황 동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였고 

GOTHIC 코드 및 GASFLOW 코드에서의 PAR 모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를 중대사고시 발생되는 수소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한 안전성 규제 지 

침 마련의 근거로 활용한다연 원전의 설계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건 

설하거나 설계하는 표준원전에 대한 안전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은 원전의 구조적 물리적 열역학적인 조건을 고려한 수소연소 연 

구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중대사고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 

차적인 목적에 부합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발전소별 안전성검 

토와 같은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국 사고 발생가능성의 감소와 피해의 최소화는 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시 

켜 일반인들이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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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of the Project 

Information Needs and Instrumentation for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口 .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ydrogen may threaten the containment integrity because of the detonation 

possibilit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hydrogen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identification of a severe accident condition and 

formulation of hydrogen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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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ways to identify the occurrence and progression of the sequence in the early 

stage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from the installed instruments.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strategies can be used for standard and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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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improvement. 

m.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overall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str얀egy consists of the methods 

for comprehensive severe accident and hydrogen management guidance development. 

To develop the methods for comprehensive severe accident, information needs and 

instruments should be prepared as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the 

previous study of information needs and instrumentation to quantitatively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plant starting from normal operation to a severe accident 

condition , technical contents were supplemented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In this study we examined instrument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We also examined the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strategy. Hydrogen control occupies an important part in severe 

accident management and adequate hydrogen control strategy is needed to maintain 

the plant integrity. Reducing containment hydrogen during a severe accident will 

mitigate a potential containment failure mechanism. One of the hydrogen control 

strategies is intentional burning by the hydrogen igniter. Though int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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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bum strategy may cause pressure and temperature spikes , which are 

adverse effects, it is the fastest way of reducing the containment hydrogen 

concentration. From the Ulchin 3&4 plant information we developed a simple 

hydrogen ignition decision tree. And From the information of decision tree, hydrogen 

ignition decision can be determined in containment event tree (CET). The end 

branch values in the CET are hydrogen concentrations, which w i11 be used to 

assess the accident management measure. 

In relation to hydrogen behavior phenomenon, the analysis of severe accident 

in PWR was performed using modified hydrogen generation model. And, 

investigated the necessity of 3-dimensional analysis to the hydrogen mixing 

phenomenon. In addition, the models in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GASFLOW were critica l1y reviewed. In relation to hydrogen control , various 

hydrogen control instrument and PAR related models in GASFLOW and 

GOTHIC were examined. 

IV. Major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first year study, the second year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Ilows. 

First, we have examined many parameters, which have been used in the 

'development of accident managenent guidance for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We also reviewed instrumentation for severe accidnet management. 

Second , for the hydrogen control and management strategy, we hav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gen igniters equipped in the domestic plant and developed 

a simple hydrogen ignition decision tree. Together with the hydrogen ignition 

decision , the CET of Ulchin(UCN) 3&4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IPE) served as 

the basic data for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assessment measure. 

Third , U sing modified hydrogen generation model in MAAP 4.0 code, we 

analysed the severe accident in UCN 3&4 PWR. On the basis of the hydrogen 

mlxmg experiment performed SNU, the necessity of 3-dimensional analysis to 

the hydrogen mixing phenomenon was investigated. And , for these analysis , the 

models in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GASFLOW were criticaIly 

reviewed. In relation to hydrogen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PAR and various 

ignitors were examined. In addition , the PAR related models in GASFLOW and 

GOTHIC were examined 

- IV -



V. Future Application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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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 regulatory guidelines. This will have an impact on safety design of plants to 

be built and designed in the near future. The current study wi l1 contribute to 

modeling hydrogen combustion taking account of structural , thermophysical and 

thermodynamic aspects of the plant, and to reducing uncertainties in understanding 

severe accident phenomena and enhancing safety of the plant. Also, this may be 

used as a basis for presentation of a criterion and method relating to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and IPE. Consequently decrease of accident probability 

and limited damage can enhance public accepta:1c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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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셔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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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핵연료 집합체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금속 (zircaloy)-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 연소를 통해 28psig 정도의 압력 첨두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중 

대사고시 압력증가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위협올 주는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수소거동에 관심올 가짐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성을 두 

고 있다. 냉각재 상실사고 후 격납건물 내에서는 크게 지르코늄-물의 반웅올 통해 

서 수소가 발생하며 용융된 노심이 압력용기의 파손 부위를 통해 원자로 공동 내에 

떨어질 경우 콘크리트와의 반웅에 의해 다량의 수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수 

소는 적정농도 이상이 될 경우 연소를 일으키고 격납건물을 고온， 고압상태로 만들 

며， 중대사고시 작동되어야 할 안전관련설비 및 계측제어장치의 건전성을 크게 위 

협할 수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가 

동 및 건설중인 원전의 안전성 개선 대책으로 비둥 경수로형 Mark 1, Mark 11 및 

Mark III와 가압경수로의 Ice Condensor 격납건물의 경우 핵연료 피복재의 75%가 

금속-증기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를 제어하는 기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이처럼 각국에서는 수소제어 규정올 제정하는 한편 여러 원자로형에 수소완화 

계통을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소체적 격납건물 (BWR Mark 1 과 Mark II)은 정상 

출력운전 중 질소를 충전하여 비활성화 되었고， Mark III BWR, CANDU 원전 및 

Ice Condenser형 PWR에는 가연성 기체 혼합물올 초기에 제거시키기 위하여 점화 

기를 설치하여 수소를 제어하고 있다. 

수소 제어란 자연적인 수소연소에 앞서 원하는 수소농도에서 연소를 발생시켜 그 

압력상승이 크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인데 격납건물내 수소제어 가능성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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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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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고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특정 격실이나 Lumped -parameter코드로써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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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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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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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T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발생 가능성 수소제 어 계 통의 성 능 

등의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웅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전 사고 대처 방안 중의 하나로써， 일차계통 및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 제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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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필수적인 중대사고 인지방법론을 제시하고， 수소 제어 요건 수립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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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에 필요한 제반 계측기들의 중대사고시 가용도를 평가함으로써 수소 제어 관련 

지침서와 규제 요건 개발에 펼요한 공학적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중대사고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측기인데 조기에 사고 징 

후를 포착하여 운전원에 알리지 못하면， 정상상태로부터 과도기를 거쳐 중대사고로 

이어진다. 계측기는 운전원에게 현재의 원전상태를 진단하고， 사고시 올바른 회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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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원전에 설치된 계측기들은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 

어 있으므로 설계기준사고를 넘어선 중대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측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사용시점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현재 사용되는 계측 

기들이 중대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중대사고시의 열악 

한 상황하에서 이들 계측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중대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소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임은 앞에 

서 언급하였다. 각국에서는 중대사고 대비 수소제어를 위해 수소분포 및 수소연소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미국 Sandia국립연구소(SNU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Semi-Scale 이상의 수소 거동과 관련한 실험들의 

결과를 MELCOR , MAAP과 CONTAIN을 비롯한 많은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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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을 파악하는데 아직도 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성되는 수소 

량， 위치 및 농도의 파악을 통한 수소제어는 중대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원이 이릎 

인지하고 대처하는 경로와 관련 계통을 파악하고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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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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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으로 수소를 점화시켜 수소 연소에 따른 격납건물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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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건물 손상과 압력용기 손상에 대한 안전수목가지가 만들어져야하고 그에 따른 사 

고관리 계획수립과 사고관리 절차서 준비를 위하여 발전소별 안전성 점검 OP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이 이미 수행된 참조원전[1 -1]을 선택하고 노심노출 

과 압력용기파손에 대한 사고관리 방안이 수행된다. 그 방안으로 여기서는 수소점 

화기가 사용되고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수목을 모델령한다. 여기에는 인간오류와 관련한 방안 실현성， 계측기 신뢰도， 증 

” ‘ 



기폭발 발생 가능성 둥을 포함하는 민감도 분석이 들어간다.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확률분석과 수소제어방안 수행여부와 수행 시점에 따른 최종 국부 수소농도의 

비교 분석은 원자로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서의 수소를 적절히 제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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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노심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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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신속히 

있다. 미국 

사고가 발생한 이후 

r ‘ 
T 소화할 

문제를 중대사고 

각 발전소는 

있다. 그리고 SECY -89-012를 통하여 

절차화， 의사결정 체제의 

절차서의 

발표하 통하여 SECY -88-147을 1988년 5월 Closure of Severe Accident Issue)을 

계획을 사고관리 자체 요구하고 수행토록 IPE를 11월부터 고， 1988년 

프로그램의 5 

분석， 중대사고 훈련프로그램의 

및 정보 

중대사고관리 권하고 

요소를 사고관리전략의 

지침서 

작성토록 

대
 

정의하였다. 

Counci!)에 서 는 

등으로 분석 개발， 계측기 및 개발， 중대사고 

이를 위하여 Resources and Management (Nuclear NUMARC 

ONPO: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 

중대사고 기술을 

OWNERS GROUP, 원 전 운전 협 회 

통하여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를 전력연구소 

Management Accident Severe (SAMG: 지침서 

중에서 

중대사고 

제출하였다. 그 

관리 있으며 개발하고 

대표적이다.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대사고에 대한 정보파악이 우 

대하여 현재까지 국외에서 수행된 정보파악 방법론을 요약하면 

대상 발전소의 주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이르는 사고경위 뿐만 아니라， 

것이다. 대상 발전소의 

결과를 

하는 주요 

관 

것 파악하는 

격납건물 파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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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 [2- 1]는 

二l같다. 

Guida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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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리 

이다. 이 

확률론적 

토대로 ROAAM 사고해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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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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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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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시나리오를 중대사고 

q .l 
^ 

이르는 

성평가 (PSA) 

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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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상실사고 (LOCA) , 증기발생기 세관파열 사고 (SGTR) , 과도사고 

시나리오마다 발전소 안전계통이나 보조계통의 상태에 

파악되어야 한다. 파악된 중대사고경위들은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등 사고발생후의 

중대사고 기여를 

(TMLB), 원자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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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가 있다. 각 등이 

위한 

큰 중대사 

회복하기 

영향이 가열 직접 조치나 증기폭발， 수소폭발， 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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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하여 그 발생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들올 지원하는 정보의 파악 

에 있어서 펼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보파악방법론의 제 2단계는 중대사고 진행 전반에 걸쳐 발전소의 현상태를 진단 

하고 중대사고관리 방안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확률론적안전성분석을 통해 얻은 사 

고경위를 분석하여 각 경위마다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안전기 

능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인 사고경위 분석 방법은 각각의 사고경 

위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중대사고 상황하에서 운전원으로 하여금 발전소 상태를 

잘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필요한 계측기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사고 경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기능을 이용하는 것인데 정보파악을 위한 체계가 사고경위 분석 

방법보다 더욱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 구조는 먼저 전체적인 사고관리의 목적인 안 

전목적에서 출발하여 계층적인 수목구조를 이루며 사고관리 전략과 안전목적간의 

관계를 안전기능을 통해 연결시킨다. 일단 안전목적과 사고관리 방안과의 관계가 

확립되면， 사고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고관리를 수행하는 운 

전원의 역할은 안전목적이 달성되도록 여러 조치들을 수행하는 것이고， 안전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요 안전기능이 수용한계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안전기능 

에 위협이 되는 인자는 중대사고 현상이나 발전소 계통의 작동과 관련된 제반 현상 

으로부터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운전요원들은 안전기능을 위협하논 현상들 

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여러 전략들을 선택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안전목적수목은 발전소 운전원의 펼요 정보를 조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안전목적수목을 작성하여 각 가지들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펼요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첫째， 발전소 안전기능이 적절 

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발전소 안전올 위협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중대사고 현상들올 완화하고 방지할 사고관리 전 

략을 선택하고 수행할 뿐 아니라 수행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감시한다. 사고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필요정보표를 작성한다. 필요정보표의 

각 행에는 안전목적수목에 있는 안전기능， 물리적 원리， 사고관리전략으로 나누고， 

각 열에는 필요정보， 직접정보 제공원 , 간접정보 제공원， 가용한 계측기 등의 항목 

으로 나눈다. 안전기능란에는 안전기능이 수용 한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한다. 현상란에는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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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실재로 안전 기능을 위협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시 Ondicator} 항목과 차후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해주는 전조 (Precursors) 항목으로 나누어 카록한다. 사 

고관리 전략 란에는 사고관리 전략의 선택과 평가에 펼요한 정보를 기술하는 데， 

전략 선택기준， 전략수행， 전략의 효과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전략 선택기 

준 항에는 주어진 상황하에서 전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발전소 상황 둥 

을 고려하여 어떤 전략을 수행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정보들이 기술된다. 전략수행 

항에는 사고관리 전략이 의도했던 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펼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전략의 효과 항에는 수행된 전략이 안전기능에 의도했던 대로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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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자료， 그 요구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제공원，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존 계측기 

들이다. 정보제공원에는 직접 정보제공원과 간접 정보제공원으로 나누는데， 직접 정 

보제공원은 특정 조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원이고， 간접 정 

보제공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일반적인 다양한 상황 

에서는 모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정보제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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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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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요소들이 파악되어야 한다. 계측기 역량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 

소 두가지는 계측기의 측정범위와 계측기와 관련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 환 

경의 분석이다. 이 두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계측기의 역량범위내에 있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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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필요한 계측기들은 발전소별 P&ID나 계측기 목록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 

다. 그리고， 계측기가 제 기능을 상실할 제약 조건들은 정보파악 방법론 제2단계에 

서 파악된 요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상황들을 파악해야 된다. 

정보파악 방법론 제 4단계의 원전상태분석은 3단계에서 파악된 계측기들의 측정능 

력과 비교하기 위하여 중대사고시에 원전 주요 부위의 물리적 변수들이나 환경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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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터빈건물내에서 계측기 고장을 유발시키거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위험한 환 

경과 파악되어야 할 변수들은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준위 등이고， 둘째， 계측기 

고장으로 연결되는 계측기 관련 보조 기기들의 고장， AC 전원 고장， 보충수 고장， 

계측기 에어공급 실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대사고시의 원전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파악 방법론 제 1 단계에서 파악된 주요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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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대사고 해석은 실재와 가까운 물리적 현상 

이어야 하며， 계측기가 위치해 있는 주위에서 온도， 합력， 습도 및 방사능준위의 변 

화를 해석해야 한다. 계측기의 가용도에 영향올 주는 중대사고 상황은 중대사고가 

계속 진행하는 동안 변화하며， 그에 따라 다른 안전기능이 위협받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중대사고 현상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나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기준으로 사고경위들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사고경위에 대한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준위의 변화 그래프에 상태별로 분류하여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각 상 

태별로 변화값의 최대， 최소값을 표식화하여 정보파악 방법론 제 3단계에서 파악된 

계측기 고장조건과 비교할 수 있다. 

정보파악 방법론 제5단계에서는 3단계， 4단계에서 수립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 

대사고시 계측기의 가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계측기 가용도 평가시에는 계측기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조건과 계측기의 사용환경에 대한 자격조건이 초과되는 지， 

계측범위를 초과하는 지， 계측기 보조계통 (전원， 계측기 에어， 보충수 등)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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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된 가용범위를 비교함으로써， 첫째， 사용환경에 대한 자격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가용한 계측기들， 둘째， 미량 초과시에 성능저하 가능성이 있는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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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기를 세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항목에 속한 계측기들은 좀 더 상세 

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수소생성 메커니즘에 따른 수소생성량을 예측하는 실험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다 실제 원자력발전소 규모의 사고진행올 모사할 수 있는 실험들이 최근 진 

행되어 왔으며 또 그에 대한 해석적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독 

립적인 중대사고 메커니즘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메커니즘에 따른 수소생성 

모벨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가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증기폭발시 수소생성 

량 계산모텔은 수소의 화학반응에 따른 열화학반응식을 푸는 방법으로 계통내의 수 

증기와 수소의 양을 예측하고 있다. Wisconsin 대학의 Corradini가 제시한 FCI 시 

의 수소생성량 예측모델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 또한 개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 

한 증기폭발의 실험현황에서 수소생성량을 예측하는 실험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유 

사한 실험으로부터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험이 FITS 실험이다. 

FITS 실험을 통해 증기 폭발시 발생하는 수소량을 측정하는 실험과 수소 발생 

과정에 대한 모텔 개발이 SNL과 Wisconsin 대학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INE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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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거동올 분석하기 위한 SFD 실험으로부터 2000-2200K 온도 범위에서 

수소 발생량 및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올 수행하였다. ANL에서는 

손상 사고의 진행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여 수소의 발생량을 분석하였는데， 노 

산화 과정에서 zircaloy의 산화에 대한 온도의 영향과， 노섬 외부에서 수 

요건의 열역학적 상태를 고려하였다. PNL과 카나다의 Chalk River연구소에 

는 노심 

거동과 함께 

내부의 

소발생 

노심 

노심 

심 

고온 온도에 따른 거동 및 물성실험을 수행하였는데， 2700K 이상의 서 도 zircaloy 의 

수소 생성을 조사하였다. 

이송 실 험 은 Hanford Engineering 

Ice Condenser 형의 발전소의 저위소격실에 

수행되었다. 저위소격실로부터 고위소격실로의 

저위소격실로의 강제대류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수소와 증기， 헬륨과 증기의 

relief tank rupture disk를 통해 주입 하여 

넘지 않는다는 

혼합과 

Laboratory (HEDL)에 서 

조사하기 위해 

고위소격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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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분해에 의한 장시간동안의 

속도로 수소를 유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orifice로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일 용기의 등온 테스트에서는 수소 농도가 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리된 소격실 사이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들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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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RA - NC , HMS , MAPHY 그리고 CLASIX 둥의 코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모댈은 각각 다른 가정과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비교 분석이 펼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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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을 요하며 수소 혼합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혼합진행에 대한 보다 정확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표현방법에 수학적 메커니즘과 혼합 적용하는 모델은 대한 에 

이들 

일련의 냉각수 주엽 

핵연료봉다발을 급격냉각 

핵연료봉다발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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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용도가 다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급격냉각수가 증가하는 동안 핵 

연료봉다발 위 부분에서 추가로 부분적인 zircaloy 피복재-수증기의 발열 반응으로 

인한 열 때문에 구성 물질이 녹아 흐르는 현상올 영상 녹화하였다. 이런 현상을 설 

명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봉다발로 주입된 냉각수와 그에 

따른 수증기는 새로운 금속 표면을 형성한 약해진 물체에 열충격올 가한다. 수증기 

는 새로 형성된 표면의 금속 성분과 반응하고 zircaloy와 수증기의 발열 반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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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니즘은 금속 용융물의 산화이고 zircaloy 용융물에서 수소의 방출은 새로이 노출 

된 금속 피복층의 산화 반웅과 병행한다. 이런 시점에서 형성된 추가적인 수소 생 

성량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U02의 산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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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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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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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C 흡수재와 수증기가 반용하여 추가적인 에너지와 수소를 생성한다고 가정하였 

지만 PWR 실험에서도 수소 반웅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B4C 산화 반응이 

zircaloy보다 더 열을 발하고 19 물질당 수소생성량도 더 많다). 

CORA 실혐의 결과는 중대사고 진행 동안 충분한 수증기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유용할 수 있는 모든 zircaloy와 S.S.를 산화시킬 때까지 수소가 생성된다. 수소 생 

성을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는 뜨거운 물질을 고온의 산화 영역에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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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치되 기 때문에 실험을 끝내거나 산화되지 않은 zircaloy와 S.S. 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수소 생성이 일어난다. 과열된 핵연료봉다발올 급격냉각시키면 앞에서 설명 

했듯이 추가로 수소가 생성된다. 급격냉각 기간에 생성된 수소량의 비율은 

CORA-13 실험과 CORA-17 실험에서 각각 48%와 79% 이었다. 비교를 하자면 

LOFT LP-FP-2 실험에서 급격냉각 기간동안 수소 생성 비율은 80% 이었다. 서로 

비율이 다른 이유는 급격냉각이전에 상이한 산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다량의 

수소 방출 비율은 산화된 zircaloy 피복재의 산화비율과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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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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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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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에 존재하는 냉각수가 기화하며 수증기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이 실험에서 전 

체 산화량은 14% 였다. 화학반응 에너지는 개개의 CORA 실험동안 생성된 총수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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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한 값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온도변화 실험중 소모된 수증기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전체 핵연료봉다발 길이와 시간 동안 평균 자료인 계산 결과는 모든 

실험에서 수증기가 완전히 소모되지 않았음올 보여준다. 

수소연소와 관련해서는 SNL의 FITS , VGES , FLAME 실험들이 대표적이고 제어 

설비의 하나인 수소점화기 실험과 관련해서는 Pisa대학교의 실험도 있다. 이러한 

각종 수소연소 실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System 80+ , McGuire 원전， Grand Gulf 

원전 등에서 수소제어 설비를 통한 수소생성량과 연소량 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 System 80+ 의 경우 전열식 수소점화기가 설치되었는데 격납건물 내에 80대 

가 설치되었고， McGuire 원전의 경우에는 72대， Grand Gulf원전에는 총 90대가 설 

치되었다. 이상의 원전에서는 수소점화기가 설치되어있는데 벨기에에서 운전중인 

원전 중 대형건식격납건물형의 Doel 및 Tihange원전에는 피동 촉매형 재결합기 

(PAR)가 설치되었다. 수소점화기나 재결합기는 모두 수소를 격납건물 전체 체적에 

대해서나 국부적인 체적에 대하여 일정농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 

면에 일본의 대형건식 격납건물형 원전에는 수소제어설비가 없는데 실험을 통하여 

축소격납건물내에서의 수소거동 및 농도분포에 대한 실험결과 수소의 혼합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짓고 연소실험을 통하여 대형건식 격납건물에는 수소 

제어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제 2 절 국내의 경우 

발전소의 중대사고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실험과 연구들이 국내외를 통 

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대사고시 생성되는 수소거통과 관 

련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수소연소와 관련한 실험은 외국의 경우 

연구소나 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는 90년대에 들어서야 수행 

되고 있다. 중대사고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각 메커니즘 별 실험을 서울대， 포항공 

대， 그리고 KAIST에서 각각 수행하였지만 수소생성량 예측과 연소가능성에 대한 

중요성만을 언급할 뿐 그 예측모텔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소혼합 

에 대한 국내 실험은 전혀 없으며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소제어를 목적 

으로 한 연소를 다루면서 혼합분석을 CONTAI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소거동의 불확실성이 아주 큰 관계로 실험올 통한 결과를 

실제 사고시 원전의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TMI-2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중대사고시 수소발생이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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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각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나름대로의 규정올 통해 수소생성을 제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참조원전에 알맞은 수소제어설비의 설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소 

제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소가 발생하는 위치와 발생량과 발생률 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울진 3，4호기에 대한 수소연소분 

석 및 제어설비 검토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자료들이 빈약하다. 수소제어 

와 관련한 방안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국내 원전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으 

로 크게 재결합기와 점화기를 들 수 있다. 처음 울진 1 ，2호기에 재결합기만 설치되 

어 있었으나 3，4호기에 추가로 수소점화기가 설치됨에 따라 점화기 사용과 관련한 

수소제어방법이 사고관리의 중요한 문제로 연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월성 

2 ，3，4호기와 울진 3，4호기에 수소 점화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중대사고시 작동 시점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수소농도와 격납건물 파손확률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중대사고는 그 경위나 위험도가 다양한 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고관리를 통해 작성된 사고관리지침서는 운전원이 사고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발전소가 정상상태로 회복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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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의사결정 수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중대사 

고를 인지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계기준사고가 아니라 중대사고시에도 제대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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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할 것인지도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다. 수소 생성과 연소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고경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시간 의존적인 동적 사고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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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수행된 연구결과의 위치 

MELCOR나 MAAP4 코드를 이용한 수소 생성 및 혼합 상태를 해석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어 왔으나 결과에 대한 예측에 있어 해석 모델을 검증한 경우는 많지 않 

다. 예를 들면 증기폭발시 수소생성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소규모의 FCI에 대한 실 

혐의 해석적 모델과 SNL에서 수행된 FITS 실험결과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들 모 

델은 개략적인 수소생성량을 계산해 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델을 검증해 보고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외국 원전의 특성을 감안 

하며 작성되었으므로 국내 원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자적이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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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현재까지 수행된 여러 발전소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중대사고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중대사고관리 계획올 작성하 

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계측기를 포함하여 중대사고인지 방법론 

을 작성하고 있으며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수소와 관련하여 적절한 제어설비로써 수 

소점화기의 사용에 따른 의사결정수목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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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중대사고 인지와 관련된 계측정보 

중대사고지침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계측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비록 계측기는 설계기준사고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지만 중대사고시에도 제 기능 

을 발휘하여 발전소 내부의 상태를 지시해줌으로 해서 중대사고관리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한다. 계측기를 통해 발전소의 위협인자를 확인하고， 사고시 펼요 

한 조치들이 무엇이며 그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결국 계측기의 올바른 해석은 중대사고시 취해져야할 단계적 절 

차와 완화방법에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측기는 일반적으로 설계기준 

사고에 대하여 설계된 것이므로 중대사고시에 불확실한 주변환경에 따른 결과를 제 

시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범위가 넓고 

사고 진행에 따른 노심용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측기의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고관리결정은 계측기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중대사고지침서에서 계측기의 사용은 노심이 냉각되고 있는지 그리고 격납건물 

밖으로 열 제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노심이 

녹게되면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중대사고의 진행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당 

시의 계측값들 역시 불확실해진다. 하지만 계측범위와 계측기 자체의 정확도를 바 

탕으로 중대사고진행을 감시하고 대웅 방안을 위한 인자들이 있는데 

WOG(Westinghouse Owner ’ s Group) 중대사고지침서에서 쓰이는 인자들과 비교하 

여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지침서 [3- 1]의 인자들은 표 3 .1 .1 과 같다. 

1. 계측기기 

가.압력 

1) RCS 압력 

가) RCS 압력 

RCS 압력은 중대사고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변수로써 RCS 압력으로 RCS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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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판별 

고압용융물방출 (High Pressure Melt Ejection) 가능성을 판별할 

있다. RCS 압력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RCP 후단에 있는 압력계 및 

가압기 압력을 통하는 것이 있고， 안전주입 탱크(SIT: Safety Injection Tank) 압력 

및 ECCS 유량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다. 루프당 1개씩 총 2개의 압력 

측정범위는 0- 282 Kg/ cm 2 (0 - 4,011 psia)이며 측정오차는 :t l % 이 

또는 RCS 내로 냉각재를 주입할 수 파단이 있는지 

있다. 또한 

없는 
-(}l 

램
 수 

제
 

할
 
/
T 

계가 있는데 

지시계는 RCS 감압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가압기 내 압력계는 기 

있으며 측정범위는 O ~ 52 kg/cm2 이고， 출력 

210 kg/cm 2 범위의 압력을 측정하는 광역 지시계가 4개 ， 105 

압력을 측정하는 협역 지시계가 10개가 있다. 

다. 

나) 가압기 압력 

가압기 압력 

사용하는 .s.. ^~ l.!... L.!. 압력계가 4개 

사용하는 o -
175 kg/cm2 범 위 의 

동시 

중에 

압력에서 

것이다. 그 

위하여 안전 

1곽으 
^ '-

정확한 

방지하기 

비교적 

매우 

측정범위는 o - 50 kg/cm2 으로 

:t 1%로 이 범위의 측정기 중에서는 

다) 안전주엽탱크 압력 

안전주입탱크 압력계의 

유용하다 측정오차는 

러나 안전주입탱크 내의 질소가스가 RCS 로 유입되는 

냉각재가 RCS 내로 주입된 후에는 안전주입 탱크를 즉시 

이 때에는 RCS 압력을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얀전주업탱크의 

각재가 RCS 내로 주입되면 RCS 압력이 상숭하게 되는데 이 때 안전주입탱크의 

되므로 안전주입탱크의 압력으로 RCS 압력을 

압력변환기는 변환기의 위치와 RCS 

때문에 중대사고 동안 높은 온도에 

RCS 로부터 

여 --, 

냉 

것을 

주입탱크의 

격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냉각재가 안전주입탱크 

노출되지 않는다. 

알 수는 닫히게 

없다. 안전주입탱크의 

로 역류하지 않기 

지밸브가 

있고， 펌프의 성능 저하가 없다변 노심회복을 위한 

주입되고 있는 ECCS 유량에 해당하는 RCS 압력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있지만 

라) ECCS 유량 

냉각수가 RCS 내로 주입되고 

이용하여 으
 
E 율

 
입
 

주
 
’ 냉각수 RCS 

RCS 

다 ιA‘ 
T 정확도가 떨어질 

설계대로 

환경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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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들이 있다. 이 방법은 

유추하는 것으로써， 중대사고 

방법을 보조할 수는 있다. 

유추할 수 

압력을 

프르 츠는;져 
L • 「 。

..Q.. 
E프 



첫째，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주입할 수 

째， 증기발생기 튜브의 creep 파열이 중요한 관심 사항인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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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써 creep 파열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증기발생기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는 증기발생기 당 압력계가 4개가 있으며， 측 

100 kg/cm 2 이다. 또한 주증기관 중 증기발생기 안전밸브 전단에서 

압력계가 각각의 주증기관에서 2곳， 총 4곳에 있으며， 위치 

있다. 측정 범위는 o - 100 kg/cm 2 이고， 측정오차는 :!::0.5 % 

주증기관은 설계 압력 및 온도 범위 내에 

생기 압력계 지시치는 중대사고 전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다. 

둘
 

판정하고 있는가를 

압력 

압력은 

2) 증기발생기 

증기발생기 

범위는 o -~~ 
。

느
 
」

이
 

“ , 압력을 측정할 수 

외부에 격납건물 
」

'-

증기발 있으므로 중에도 이다 중대사고 

압력 

위협을 받고 있는가를 판정하는데 

압력은 격납건물 대기가 불활성이 되었는가를 판정하는데 

하나이다. 격납건물 압력계는 두 종류가 있다. 정상 영역 

압력 계는 4개가 있으며， 측정범위는 -300 - 1,200 cm HzO 이다. 정상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는 4개가 있으며， 측정범위는 

내에 

의하여 과압에 격납건물이 

중의 

필요하다. 또한 격납건물 

사용하는 

압력계는 

자료 입력 

을 측정하는 

영역보다 

3) 격납건물 

격납건물 

있다. 이 

환경 (온도， 습도， 압력 및 방사선 환경)이 정상운전과 비교 

않기 때문에 sensor와 transducer가 이로 인하여 고장나지는 않 

보조건물 

여여으 
。-， '" 

- 5,600 cm HzO 이 다. sensor와 transducer는 모두 

계측기가 있는 

ki 2... 
~tJ -c 

곳의 

훨씬 

-400 
I二

'" 
나쁘지 과히 할때 

있다. 신뢰할 수 압력계 지시치는 중대사고 전과정 내내 격납건물 는다. 따라서 

나. 온도 

중
 

가장 있는 결정할 수 

실제 걷츠 A~ 흥F 
「 。 등즈 직접 를

 
도
 

온
 

노심 방법은 있는 

온도와 상당히 

-'
T 

진행되었는지를 

불구하고 핵연료의 

근접하게 측정할 

핵연료 실제 

1) 노심옹도 

정도 중대사고가 어느 도
 

온
 

핵연료의 

그럼에도 하나이다. 의
 
이
 

즈
。
 버a
 

방
 

'"'"' ιA‘ 
τ~T 요한 

가장 없다. 핵연료 온도를 

것이다. 이외의 

있는 까

T 

거리가 방법들은 온도를 측정하는 출구 

여 과냉각 고온관 RTD와 방법으로 느
 
」

이
사
 

유추할 수 르
 

i t 도
 

오
 

L 핵연료 

유도감시기가있디 

그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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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심 출구 열전대 

노내계측계통은 노내검출기 집합체들[3-2] 각각의 내부에 K형 (Chromel - Alumel) 

열전대를 포함하고 있다. 노심 출구 열전대 (Core Exit Thermocouple)는 냉각재가 

혁연료 집합체를 빠져나갈 때의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노심 가열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림 3.1.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심 출구 열전대는 두 선의 

Chromel - Alumel 온도검출기로， inconel로 싸여 있고， 산화 알루미늄으로 절연이 되 

어 있으며， 모두 457H 가 있다. Chromel-Alumel 검출기 한 쪽 끝은 용접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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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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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를 감지하게 된다. Chromel-Alumel 열전대의 측정 범위는 32 - 2,300'F (0 -

l ,260'C) 이며， 광역 온도에서도 신뢰성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15'F 정도의 오차를 가지나 l ,200'F 가 되면 100 - 200'F 의 오차가 

된다. 비록 2,300'F 까지 측정이 가능하지만 신뢰할 만한 값은 1.800'F (982'C) 정도 

까지이다 EG&G ldaho에서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열전대의 수명동안 감지기의 

성능저하를 고려하면 1,600 ’ F (871'C)까지 지시기로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온도가 넘게되면 열전대 구성요소들 사이에 전기적 분로 (electrical 

shunting) 가능성으로 심각한 오류를 유발시켜 실제 온도보다 낮은 계측값을 보여 

줄 수 있다. 노심이 과열되고 용융되어 하반구에 재배치되는 동안 CET는 계속해서 

출력신호를 보내지만 계측온도는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온도에 따른 CET의 한계 

치는 표 3.1.2 와 같다. 

나) 고온관/저온관 RTD 

고온관과 저온관의 냉각재 온도는 저항온도검출기(RTD)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고온관과 저온관 모두 광역 RTD 4개씩과 협역 RTD 107H 씩을 갖고 있다. 광역 

RTD는 측정 범위가 0-400'C 로써 발전소 기동시， 정상 운전시， 정지시 그리고 설 

계기준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감시하는데 사용한다. 협역 RTD의 측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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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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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RTD의 측정 상한은 752'F(400'C) 이지만 1.100 'F(593'C) 까지도 작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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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 압력에서 이 온도는 포화상태를 넘어서기 때문에 노심이 노출되고 과열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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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성됨을 나타낸다. l ，100.F를 초과하여 1,900.FO ,038.C) 까지도 사용할 수는 있 

지만 이 때에는 열전대 요소들 사이에서 전기적 분로에 따른 가능성이 심각한 오류 

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제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지시할 수 었다. 2,300.F 

O ，260.C)를 넘어서게 되면 계측기의 파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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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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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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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축된 증기보다는 과열 증기를 감지하게 된다. 만약 노심 손상 이후에 RCS로의 

냉각수 주입 성공에 따라 RCS관에 다시 수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이전의 고온 

가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RCS 관에 있는 RTD에 의한 고온관 유체 온도의 측정 

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고온관 RTD의 경우와는 달리 만약 노심 손상 이후에 RCS로의 냉각수 주입이 

성공적이고 RCS관에 다시 수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우회 RTD 또는 루프 RTD 

를 통한 저온관 냉각수의 측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 이는 노심 회복 이전에 고온 

의 가스에 의해 저온관 RTD 또는 저온관 우회 루프 RTD가 손상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중대사고 동안 RCS 고온관과 저온관 온도 지시는 실제의 상황을 

알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압력용기 내부에서 손상된 노심의 회복 이후에는 

저온관의 온도 측정이 고온관의 측정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과냉각 여유도 감시기 

과냉각 여유도 감시기 (SMM: Subcooling Margin Monitor)는 여러 압력 검출기와 

온도검출기들의 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값올 표시한다. SMM의 업력은 

CET , 고온관 RTD 및 RCS 압력이다. 고온에서 CET 와 RTD의 정확도가 상실되 

기 때문에 SMM은 노심이 상당히 손상된 이후에는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SMM의 지시치의 오차는 압력의 함수이기 때문에 RCS 

압력이 저압인 경우에는 특히 신뢰할 수 없다. 

2) 격납건물 온도 

격납건물 온도는 격납건물 관통부 또는 격납건물 계측기가 고온으로 위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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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주 수단이다. 격납건물 온도 sensor는 안전등급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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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며， 

사고시에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납건물 온도는 

관리에 유용하다. 격납건물 온도는 13 곳에서 RTD를 사용하여 

이고 측정오차는 :t 10 % 이다. 

니며，따라서 

중대사고 

측정범위는 o - 200 't 

다.수위 

1) 원자로 수위 

수위 지시계는 

보충수단이 될 

노심 노심이 노출되었는가를 판정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있다. 또한 RCS에 물을 주입하는 지침을 수행할 것 

원자로 

-'
T 온도 측정의 

데에도 사용한다. 인가를 확인하는 

가) 원자로 수위 지시계 

여 
2. 

있으며， 상부 노심판과 원자로용기 상부 사이의 

곳이 위치한다. 열전대는 노내계측설비뭉치 내에 있으며， 상부 노심판 이상의 

구간을 8개의 불연속적 구간으로 나누어 수위가 어느 위치 이상인가를 

열전대와 비가열 열전대는 짝을 이루어 작동하며， 물이 있을 대에는 두 

대 사이의 온도 차이가 작고 증기가 있으면 두 열전대 사이의 온도차가 크게 됨으 

위치 이상인가를 알 수 있다. RVLIS 지시치는 상부 노심판 이상 

나타낸다. 

열전 

가열 지 시 계 (RVLIS: Reactor Vessel Level Indicator System)는 

구성되어 열전대로 

수위 

비가열 

원자로 

전대와 

여러 

가열 

주제어판과 필수 안전기능 감시계통에 

아래로 재배치됨에 따라 

있다. 이 온도 이상에서는 

발생시키며， RVLIS 지시치를 

수위가 어느 로써 

의 표 나타내며 범위로 100 % 수위를 O 

브
 

튜
 
” 

열전대 

카~ 
T 

노내 

까‘ 
T 잘 나타낼 

노심이 용융되어 

까지는 

현격한 

도중에는 

약 870.C 

때문에 

시된다. 중대사고 

녹는다. RVLIS는 

사이의 신뢰할 를
 

류
 

오
 

로
 

전기 

없다 

연쇄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25 % 출력을 감시하는 제어채널， 그리고 

안전채널이 있다. 기동채널은 2개의 

비례특성 

상태의 

독립된 채널로 

노심 출력을 

2x 10 • 7 _ 200 % 의 광 역 

각 채널 

기동채 

출력 

감시하는 

나)노외 핵계측기 

핵계측기는 

널， 1 -

을 감시하는 

노외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며， 

영역을 이용한 BF3 계수관이 2개가 있다. 

중성 자속 (1 - 5 ，000cps)을 감시 하는 

구성되며， 각 채널에는 1.8 m 길이의 

데 

비 

없는 

기채봉입형 전리검출기의 

연쇄반응이 거의 

사용한다 제어채널은 2개의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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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속올 각각 감시하는 데 사용한다. UIC는 생물방호벽과 원자로용기 사이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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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r 에너지 검출로 노섬 재배치 시점을 탐지할 수 있다. 제 

어채널은 개략적인 수위에 관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나 노심 재배치 및 노심에 

서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검출기의 지시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출기의 지 

시치를 해석하여 원자로 수위를 알고자 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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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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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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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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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붕산수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심이 재임계가 될 때까지 안전채널은 어떠한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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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pico-ammeter 가 7 검출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즉， 안전채널의 측정모드를 펄스모드에서 전류모드로 전환함으로써 y 선을 측정 

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면 원자로공동에 노심용융물질이 위치하기 때문에 

y 선의 검출로 인한 안전채널의 지시치가 갑자기 수백만 배나 껑충 증가하게 된다. 

이런 원리로 안전채널을 이용하여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을 알 수 있다. 노외 핵계 

측기는 원자로 용기 파손 후에 극심한 압력 및 온도 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그 기능 

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증기발생기 수위 

증기발생기 수위는 증기발생기가 RCS 열침으로 가용한가를 판별하는데 가장 중 

요한 변수이며， 중대사고시 증기발생기 튜브의 creep 파열이 중요한 관심 사항인가 

를 판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증기발생기 튜브가 물에 잠겨 있을 때에는 creep 파 

열을 고려할 펼요가 없다. 증기발생기 수위 측정기는 증기발생기 하향 유로와 습분 

분리기 지역의 수위를 측정한다. 수위 측정은 증기발생기의 수두압올 이용하여 측 

정한다. 협역지시기는 튜브 번들 바로 위와 증기발생기 최상단에 압력탬이 있으며， 

광역지시기는 튜브판과 증기발생기 최상단에 압력탬이 설치되어 었다. 이에 따라 

협 역지시 기의 측정범위는 98.65 - 363.52 cm H20 이고， 광역지시기의 측정범위는 

260.91 - 969.04 cm H20 이다. 두 지시기 모두 두 탬과 격납건물 압력과의 압력차 

이를 이용하여 수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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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 

않는다. 

압력 transducer는 증기발생기내의 과열된 가스에 노출이 되어도 그 성능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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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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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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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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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관리에 있어서 증기발생기 수위의 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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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순환 모드 가능성， 원자로용 

냉각성 동을 결정하는 데 매우 

지점의 수압차이를 이용하여 

격납건물 수위는 

원자로용기가 열마만 

츠느 --, 

격 

3) 격납건물 수위 

격납건물 수위는 기기 및 계측설비의 침수， ECCS 

냉각성， 그리고 원자로용기 파슨 후 

변수이다. 격납건물 수위는 격납건물내 

표준원전에는 o - 100 % 범위의 측정기가 2개 있다. 

기기나 계측설비가 침수가 되는가를 알려준다. 또한 

잠기는가를 알 수 있다. 

노심 

1::: 
T 

기 외부 

중요한 

정한다. 

납건물내 

큼 물에 

650.C 

살펴보면 CEOG SAMG 와 WOG 

하였으며， CEOG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온도가 

전환기준 

노심출구열전대의 

묘
 

은
 
을
 
준
 

준
 
준
 
기
 

기
 
기
 

2.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사고관리지침서로의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지침서에서의 

0 ,200 .F) 이상일 때로 하였다. 외국의 

SAMG 에서도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를 

(900.F)를， WOG SAMG 는 648.9.C 

관리지침서로 전환 기준으로 삼았다. 

노출로부터 피복재 온도는 상숭한다. 

산화 반응을 일으켜 수소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1,530.C 이상이 

급격히 일어나며， 산화 반응은 발열반응이므로 노심의 온도는 급격히 

다. 즉， 피복재 온도가 1,530.C 가 될 때까지는 노섬 온도 상숭률은 

"C/초이며， 피복재 온도가 1,530.C 이상일 때에는 노심온도 상숭률은 약 11.6 .C/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노심출구열전대의 온도는 피복재 온도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온도 상승률은 피복재 온도 상숭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므로 노심출구열전 

온도가 482.C 에서 650 .C 까지 상승하는 데에는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측된다. 비상운전절차서의 목적은 노심을 냉각시는 것이고， 사고관리지침서의 

」-‘-SAMG 

사고 (1，200
0

F)를 482 .2"C 

온도가 930"C가 되면 피복재가 

산화 반응이 

상승하게 

약 0.6 - 1.5 

목적 

된 

되면 

특히 노심 

대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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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고 진행을 비상운전절차서 단계에서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 

을 늦추도록 하였다. 노심 용융이 시작된 후 즉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사고 경위는 없기 때문에 사고관리지침서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노 

심출구열전대의 온도 650.C 를 전환 기준으로 하였다. 

가. 부적절한 노섬냉각상태 감시 

부적절 노심 냉 각 감시 계 통 (ICCMS: Inappropriate Core Cooling Monitoring 

System)은 부적절한 노심냉각에 대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검증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된 계통이다. 부적절 노심냉각 감시계통은 영 

광 3，4호기의 부적절 노심냉각 감시계통과 기능상 통일하다. 부적절 노심냉각 감식 

계통은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로의 접근， 부적절한 노심냉각 상태， 그리고 부적절 

한 노심냉각 상태로부터의 

NUREG 0718 (개정 2)의 

회복 등을 지시하기 위한 요건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TMI 조치항목 II.F.2 에 따라서 운전원이 사고 후 노심냉 

이용가능한 정보이며 원자로 용기수위， 포화여유도， 노심 

측정범위는 표 3. 1.3과 같다. 출구온도 등으로 구성되며 

1) 부적절노심냉각감시계통 구성기기 

고온관 및 저온관 저항온도검출기 

가압기 압력감지기 

노심출구열전대 

원자로용기 수위를 지히사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열접점열전대 

비가열접점열전대 및 압력감지기 신호들은 과냉각 상 

노심노출 후 과앵각 조건의 형성을 지시하기 위해서 서로 

저항온도검출기와 열전대의 

포화 발생， 그리고 실과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원자로용기 수위감시기는 노심노출 후에 핵연료정열판 

(FAP) 위로 증가하는 

원자로용기 영역에서 

원자로용기의 냉각재 

감소하는 

재고량 뿐만아니라 핵연료정열판 위의 

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냉각재 재고량에 

노심출구열전대는 부적절한 노심냉각상태로의 접근과 관련하여 

ql 
7< 

다 

부적젤한 노심냉각상태로부터의 회복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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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온도를 감시한 



부적절한 노심냉각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 부적절노심냉각계기는 운전원에게 

노심열제거 안전기능이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핵분열 생성물 방출에 대한 가능 

성을 평가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부적절노심냉각감 

지기와 관련된 것에는 포화여유도， 열전대 탐침집합체， 그리고 노섬 출구열전대가 

있다. 

2) 포화여유도 

포화여유도를 감시함으로써 운전원에게 포화상태로의 접근 및 그 존재여부， 그리 

고 노심노출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화여유도 감시를 위한 입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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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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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대표값 등이 있다. 비가열 접점열전대의 업력은 열전대 처리장치의 출력으로 

부터 받는다. 그런데 노섬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노심 출구 열전대와 각 RTD들 

의 신뢰성과 정확도의 감소로 계측하는 값에 의존할 수가 없다. 또한 지시하는 값 

이 온도의 함수이고 중대사고 시의 낮은 RCS 압력에서는 오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 

할 수 있다. 

3) 열전대 탐침집합채 

열전대 탐침집합체는 핵연료 정열판의 위로부터 원자로용기 헤드까지의 분리관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된 불연속 열전대 감지기를 사용하여 핵연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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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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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는 가열기 근처의 Cromel-Alumel 열전대 (또는 가열되는 접점)와 가열기로 

부터 떨어져 위치한 또 다른 Cromel-Alumel 열전대 (또는 비가열되는 접점)로 구 

성되어 있다. 인접한 열전대 사이의 온도차는 상대적으로 좋은 열전달 특성을 갖는 

유체에서는 작으며 상대적으로 나쁜 열전달 특성을 가지는 유체에서는 크다. 두 개 

의 열전대 계측채널을 위해서 두 개의 열전대 탐침집합체가 제공된다. 각각의 열전 

대 탐침집합체는 8 개의 열전대 감지기， 분리관， 밀봉마개， 전기적 접속기 등을 포 

함한다.8개의 열전대 감지기는 전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모든 열수력 조건하에서 열전대 감지기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설계특정이 있다. 첫째， 각각의 열전대는 2상 유체조건 하에서 직접 물과 접촉 

함으로 인한 과냉각을 방지하도록 차폐된다. 스플래쉬 (Splash)차폐를 포함하는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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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기 열 (Sensor String)은 주 변 을 둘 

관속에 넣어진다. 분리관은 

핵연료정열판 위쪽의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용기 내부를 직접 감지하는 

효과를 

열전대 감지기라 말한다. 둘째， 열전대 

액체와 기체상태를 분리하는 

만든다. 이 웅축수위는 

대를 

열전대가 측 

원자로상부 체적 

이 방법은 압 

있는 러싸고 

응축수위를 정하는 

감지 열전대 줄인다. 인한 거짓 

포함된다.탐침집합체는 

둥으로 

평균유체비와 

매질의 이질성 

탐침집합체에 

특성，유체 

분리관은 

내의 

력，유체 

기열과 유량부하 (Flow Load)로부 

보호되도록 스테인레스강 구조물 안에 내장된다. 터 

(Chromel-AlumeO 열 전 대 를 

냉각재가 혁연료 집합체를 

가열의 정도를 측정한다. 노 

온도검 출기 로， inconel 

있으며， 모두 457ß 가 있다. 크로멜

다른 쪽은 검출기 회로에 연결되어 있 

끝 부분에 (핵연료 상부 약 13cm 정도) 위치하고 

포함하고 K형 내부에 각각의 

4) 노섬출구열전대 

집합체들 노내검출기 

있다. 노심 열 전 대 (Core Exit Thermocouple)는 구
 

출
 

노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냉각재 원자로 때의 져나갈 

크로 벨 - 알루 벨 (Chromel-AlumeD 

되어 

있으며 

절연이 

끝은 용접되어 

있고， 산화 알루미늄으로 

알루벨 검출기 한 쪽 

선의 c 
T 열전대는 구

 
-
줄
 싸여 

심 

로 

집합체 

통하여 

계측기 

벽을 

노내 다. 열전대는 

。j

E프 된다. 크로벨-알루멜 

온도에서도 신뢰성 

온도를 감지하게 

1,260 OC) 이며， 광역 

유체의 

측 정 범 위 는 32 - 2,300 OF (0 -

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있으며， thimble 튜브 

전대의 

나. 초기 사건 

파단지점은 

(O.llm2 ) 이고， 파단지점의 

하였다. 사고 

끊기며 

? 
“ ‘ , 

L 
「T ‘ 

1) 대형냉각재상실사고 (LBLOCA) 

선정하였으며， 

높이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바닥으로부터 7.71lm에 위치하 

동시에 1차계통의 

1.2 파단면적은 저온관으로 일차계통의 원자로 

makeup system 이 정 지 되 고 letdown 

charging pump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주요 안전계통인 

저압주업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을 아울러 강제로 정지시킨다. 또한 

냉각장치를 정지시킨다. 주요사고 진행결과는 표 3.1.4와 같다. 

고압주입 

격 

시작과 도록 

switch가 

계통 및 

01 
7< 프

 
。송

 
납건물의 

주증기격리밸브가 닫히면서 

그림 3.1.2 에서 

주입압력까지 

긴급정 지 (scram)되 고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일차계통의 

원자로는 후 2.3초에 사고발생 

7.-1 
/、

되 

보는 

떨어지게 

압력은 

안전주입탱크의 떨어지면서 50.13초에 

보조급수계통이 

급격하게 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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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개의 안전주입탱크로부터 안전주입수가 주입된다. 24.8초에 주냉각펌프가 작동 

을 중지하고 냉각수의 대량유출로 재순환올 고려하지 않을 때 주업탱크의 물은 

776.48초에 고갈된다. 그 후 2，581초에 노심 이 노출된다. 안전주입 탱크의 물이 고갈 

됨에 따라 노심의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4，021초에 노섬최대온도가 2，500K를 

넘게 된다. MAAP 계산에서 노심온도가 2，500K가 되면 핵연료 피복재가 파손되면 

서 내부의 핵연료가 밖으로 분출되도록 설정하였다. 계속되는 가열로 인하여 6,541 

초부터 노심용융물이 재배치되기 시작하고 16，561초에 압력용기가 파손되었다. 

2) 중형냉각재상설사고 (MBLOCA) 

파단지 점은 원자로 1차계통의 저온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파단면적은 0.2 ft2 

(O.0186m~) 이고， 파단지점의 높이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바닥으로부터 7.711m에 위치 

하도록 하였다. 사고 시작과 동시에 일차계통의 makeup system 이 정지되고 

letdown switch가 끊기며 charging pump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주요 안전계통인 

고압주입계통 및 저압주입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을 아울러 강제로 정지시킨다. 

또한 격납건물의 송풍 및 냉각장치를 정지시킨다. 주요사고 진행결과는 표3.1 .5와 

같다. 

사고발생 후 11초에 원자로는 긴급정지되고 주증기격리밸브가 닫히면서 보조급수 

계통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일차계통의 압력은 그림 3.1.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LBLOCA 보다는 완만하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진다. 395.8초에 안전주입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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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된다. 노심이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일차측 감압에 의해 안전주입수는 종결되고 

더 이상의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심의 온도는 계속 증가하면서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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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적인 노심용융 진행으로 14，459초 이후부터는 노심용융물이 재배치되기 시작한다. 

26 ，302초가 되면 원자로용기 하부로 떨어진 노심용융물로 인해 압력용기가 파손되 

었다. 

3) 소형냉각재상설사고 (SBLOCA) 

파단지 점은 원자로 일차계통의 저온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파단면적은 0.015 ft" 

(O .0014m~) 이고， 파단지점의 높이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바닥으로부터 7.711m에 위치 

하도록 하였다. 사고 시작과 동시에 일차계통의 makeup system 이 정지되고 

letdown switch가 끊기며 charging pump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주요 안전계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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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주입계통 ql 
;’<

또한 격납건물의 

같다. 

저압주업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올 아울러 강제로 

송풍 및 냉각장치를 정지시킨다. 주요사고 진행결과는 

정지시킨다. 

표 3. 1.6과 

그립 3. 1.2 에서 보는 

강하가 천천히 진행됨에 

격리밸브가 닫히면서 

것과 같이 LBLOCA , MBLOCA와는 달리 일차계통의 압력 

따라 사고발생 후 136초에 원자로는 긴급정지되고 주증기 

보조급수계통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냉각수의 격납건물로의 

방출이 천천히 이루어져 42，625초 이후에 안전주입 탱크의 냉각수가 고갈된다. 

LBLOCA요} MBLOCA의 경우에 안전주입수가 고갈된 이 후에 노심노출이 발생한 

것과는 달리 SBLOCA의 경우에는 안전주입수의 고갈 이전에 노심이 노출되었다. 

안전주입탱크 주입수가 관여하기 이전에 노심손상 진행에 따른 압력강하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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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섬최대온도가 2，500K를 초과하며 노심의 온도가 계속 상숭하고 있을 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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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용융물이 재배치되기 시작하고 42，564초에 압력용기가 파손되었다. 

다. 중대사고 인자 계측값 

1) 격납건물 압력 

격납건물의 운전압력은 0.101 MPa 이고 격납건물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계가 정상영역과 초과영역에 따라 각각 나누어져 있다. 정상역역은 - 0.029 -

보는 것 0.117 MPa 이 고， 초과영 역은 - 0.039 - 0.549 MPa 이다. 그림 3.1.5 에서 

처럼 MAAP을 통한 계산결과를 보면 SBLOCA 경우에는 사고 이후부터 

력상승이 이루어지지만 LBLOCA의 경우에는 87초 정도에 0.239MPa 의 

완만한 압 

급격한 압 

력상승이 이루어졌고， MBLOCA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437초 정도에 0.224 MPa 

。

T 

의 압력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점차적인 압력 상숭이 이루어졌다. SBLOCA 경 

압력용기의 파손시점 압력이 0.397 MPa이고， 압력용기 파손시까지 최대 압력이 

MBLOCA는 0.332 MPa 이며 LBLOCA는 0.288임을 감안할 때 초과영역의 압력계 

로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격납건물 온도 

그림 3. 1.6에서 보는 것처럼 사고 이후 LBLOCA의 

고온의 냉각수와 증기를 통해 순간적으로 414.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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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온도는 파손부위를 통한 

정도의 온도 상승을 보였고 



MBLOCA의 경우는 411.3 K 였던 반면에 SBLOCA는 380K 정도의 온도 상승 이후 

에 점차적인 온도 상승올 보였다. 압력용기의 파손까지 격납건물 최대온도를 살펴 

보면 SBLOCA의 경우는 463.1K MBLOCA와 LBLOCA는 각각 449K, 439K 임을 

볼 때 측정범위가 273 - 473 K인 격납건물의 온도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노심출구 온도 

그림 3.1.7 은 저온관의 파단면적에 따라 노섬노출시점" 피복재의 파손시점， 압력 

용기시점 등을 보여주고 있다. 노심노출은 안전주입수가 주입되기 이전에 노심이 

노출되는 경우와 주입된 이후에 노심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BLOCA의 경우 일정 파단면적 까지는 노심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압력이 전천히 

감소하여 노심노출을 막을 수 없었으며 0.128 fe 부터는 노심노출 이전에 안전주엽 
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심노출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었다.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 

지침서에서 중대사고 주제어실 지침서의 수행 기준은 노심출구 열전대의 대표온도 

가 650 .C 0 ,202 ’ F) 이상이고 상승하고 있는 경우인데 계산결과를 통해서 노심최 

대온도가 2500K 될 때까지의 시간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심출구열전대를 통 

한 노심출구온도 측정값은 노심의 손상 상태를 유추하여 중대사고 지침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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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측기와 필요정보 

언 자 위 치 ~프1 성 

RCS 압력 
• 루프당 1개 총 2개 0-282 Kg/cmG 

• 측정오차 :1: 1 % 

RCS 가압기 압력 
· 광역지시계 4개 o - 21OKg/cmG 

· 협 역 지 시 계 107H 105 - 175Kg/cm2 
압력 

압 력 
SIT 압력 . 0 - 50 Kg/cmG 

ECCS 유량 · 노심회복을 위한 RCS 냉각수 주입율 이용 

증기발생기 압력 . 0 - 100 Kg/c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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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영 역 4개 400 - 5600 cm H20 

노심출구 • 노내 계측기 집합체 끝 부분에 45개 

열전대 o - 1260 'c 

노심 
고온관 RTD 

• 광역 지 시 계 4개 o - 400 'c 
온 도 온도 • 협 역 지 시 계 107H 250 - 350 'c 

저온관 RTD 
• 광역지시계 4개 o - 400 'c 
• 협역지시계 4개 230 - 330 'c 

격납건물 온도 . 13곳에 RTD 0 - 200 'c 
RVLIS(원자로 · 가열 열전대와 비가열 열전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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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 
-기동채널 

노외핵계측기 . 1 - 125 % 출력을 감시하는 제어채널 
-/「- 위 . 2 X 10-7 - 125 % 출력을 감시하는 안전채널 

증기발생기 수위 
· 협역지시계 98.65 - 363.52 cm H20 

· 광역 지 시 계 260.91 - 969.04 cm H20 

격납건물 수위 .2개의 측정기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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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온도에 따른 노심출구열전대 특성 

온도 (OF) 노섬출구열전대 특성 

1,600 - EG&G를 기 준으로 유용한 범 위 

1,800 - 일반적으로 유용한 범위 

2,200 
- 상당히 의심A러운 지시값 

- 가상유로의 형성 문제 

2.300 - 지시 가능한 상위 범위 

2,500 - CET 재료 용융 

표 3.1.3 부적절 노심냉각 계통 변수와 측정범위 

업력변수 측정범위 

가압기 압력 o - 3,000 psia (0 - 210.9 Kg/cm"A) 

저온관 온도 32 - 752 .F (0 - 400 .C) 

고온관 온도 32 - 752 .F (0 - 400 .C ì 

상부 4개의 비가열저점열전대 
32 - 2,300 ’ F (0 - 1,260 .C) 

감지기 중에서 최대 온도 

노심출구온도 대표값 32 - 2,300 .F (0 - 1,2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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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대형냉각재상실사고시 주요 사고진행결과 

TIME PPS 
Containment Integrated 

(sec) (Pa) 
Pressure H2 

(Pa) (Ks:d 

CORE UNCOVERY 2580.50 340394.4 283136.6 0.0 

HOT LEG CREEP RUPTURE 0.00 0.0 0.0 0.0 I 

SUPPORT PLATE FAILURE 6540.95 262745.8 261217 .4 243.7 

VESSEL F AILURE 16560.82 242331.6 242519.9 246.0 

CONT AINMENT F AILURE 0.00 0.0 0.0 0.0 

표 3.1.5 중형냉각재상실시고시 주요 사고진행결과 

Containment Integrated 
TIME PPS 

(sec) (Pa) 
Pressure H2 

(Pa) (Kg) 

CORE UNCOVERY 9365.37 730452.8 387455 .4 0.0 

HOT LEG CREEP RUPTURE 0.00 0.0 0.0 0.0 

SUPPORT PLATE FAILURE 14459.07 367330.4 366753.1 290.6 

VESSEL F AILURE 26301.86 331597.7 331883.5 304 .4 

CONTAINMENT F AILURE 0.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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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6 소형냉각재상실시고시 주요 사고진행결과 

TIME PPS 
Containment Integrated 

(sec) (Pa) 
Pressure H2 

(Pa) (Kg) 

CORE UNCOVERY 4695.51 8741022.0 183306.0 0.0 

HOT LEG CREEP RUPTURE 0.00 0.0 0.0 0.0 

SUPPORT PLA TE F AILURE 20588.77 2200993.0 246878.0 586 .4 

VESSEL F AILURE 42563.84 1747643.1 303258.0 613.4 

CONT AINMENT F AILURE 0.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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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관리 수소 제어 제 2 절 

수소연소에 앞서 원하는 수소농도에서 연소를 발생시켜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 진 

노출에까지 이르게 되면， 노심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응하여 다량의 

노심노출 이후 노심은 가열되고 핵연료 피복재는 증기와 

것이다 심각한 피복재 산화는 온도가 대략 1800.F (982.C)가 될 때까지는 

산화 반웅 생성물 중의 하나가 수소다. 또한 발생하 

더욱 촉진시키고 적절한 

원자로 공동내로 유입된 

::L 

반응하 

1. 수소제어의 펼요성 

수소 제어란 자연적인 

압력상승이 크지 

행되어 노심의 

여 

수소가 생성된다. 

산화될 

것이다.그런데 

노심용융을 

。J-.Q..
l격， <=-일어나지 

중지시키지 조치로 사고를 1;l]-으_ c펴 2... 
。 2화학 L. -」

노심용융물이 콘크 

격납건물 내부로 모이게 된다. 수 

압력용기마저 파손된다면 

다량의 수소가 생성되어 

원자로 못해 

추가로 

내에서 4-6%에 이르면(중대한 노심 손상 이후에 일어날 수 있 

점화 할 수 있고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킬 

수소가 격납건물내에 축적되면 수소 연소는 격납건물 설계 압력을 초 

일으킬 수 있고， 곧바로 격납건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 

제어하는 것은 발전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상 

수 있다 

소 농도가 격납건물 

」

l • 

과하는 압력 

생성되는 수소를 적절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값) , 수소는 

만약 다량의 

를
 

가
 

즈
 
。

리트와 반응하여 

라서 

격납건물 일부 격실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한 자연적인 수소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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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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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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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Detonation)이 일어나 내부압력증가와 충격파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소가능한계 측정을 

험을 살펴보면 4-7%까지의 폭넓은 수소농도 범위에서 연소가 가능(SNL VGES 

실험， NTS 실험， LLNL 실험， Whiteshell 실험， FENWAL 실험 등)하며 

력상승을 야기하는 수소폭발은 13% 이상에서 가능(뉘 FITS 실험， SNL FLAME 

등)하였다. 그리고 수소농도가 연소가능치에 이르더라도 수증기의 

경우에는 비활성화 환경으로 인해 수소연소가 

당히 

TMI-2 사고시 

여 
'-

격납 

급격한 압 

농도가 50% 

λI 
2 위한 각종 

아닌 소 (Combustion) 가 

건전성에 건물 

실험 

실험， FITS 불가능(SNL 이상일 

불확실성 

등)하였다.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격납건물내 수소거동을 중대사고 8개의 

SNL VGES실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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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 하나로 지정하여 산하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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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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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RC는 이 미 Mark 1, 11, III형 BWR 격 납건물과 Ice Condense형 PWR 격 납건 

물에 대해 수소제어의 일반규칙을 발표했으며 대형건식 PWR 격납건물에 대해서도 

일반 문건을 지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NRC의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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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 수소제어방안 

국내외적으로 정해진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계통이 펼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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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고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특정 격실이나 L umped -parameter 코드로써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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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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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학적 구조와 기체 농도에 따른 난류성 아음속 연소와 가속된 화염 및 초음속 

연소로의 전이<DDT)발생 가능성， 수소제어계통의 성능 동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이전에 필요한 사전 정보인 기본적 

인 수소제어방안을 살펴본다. 

수소연소로 인한 격납건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방안이 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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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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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각각의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상의 방안이 결정된다. 

가. 중대사고 지침 인자 

격납건물 수소 농도는 수소 연소로 인하여 격납건물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변수이다. 

1) 격납건물 수소 감시기 

격납건물 수소 감시기는 정상운전 중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사고시에는 작동하여 

- 39 -



연속적으로 격납건물내의 수소농도를 감시한다. 표준원전에는 수소 농도 10% 까지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가 2대 있다. 

2) 사고후 샘플링 계통 

수소감시기 외에도 주기적으로 격납건물 내의 공기를 채취하여 화학분석을 통하 

여 수소농도를 감시한다. 

3) 계산표 “격납건물내 수소 가연생” 

계산표에서는 격납건물 대기를 연소 불가， 연소 가능하나 격납건물 건전성 위협 

안함， 연소 가능하며 격납건물 건전성 위협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 세 영 

역은 격납건물 압력과 수소농도의 함수이다. 따라서 격납건물 압력과 수소농도를 

알면， 이 때 수소 연소로 인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가를 알 수 있다. 

계측기 또는 화학분석을 통하여 수소 농도를 알 수 없을 경우 대안은 다음과 같다. 

- 수소농도는 zircaloy과 물과의 반웅 양으로부터 예측한다. 즉， 노심이 노출되었을 

대는 zircaloy의 50% 가 반웅하였고， 노심이 재충수 되었을 때는 75% 의 지르코늄 

이 반웅하였다고 가정한다.50% 및 75 % 지르코늄 반웅에 해당하는 수소농도는 계 

산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소 가연성을 예측할 수 있다. 

- 계산표에 의하면 격납건물 압력이 높아서 격납건물 대기가 연소 불가 영역에 있 

을 때에는 수소농도는 별 의미가 없다. 

냐. 점화기를 통한 의도적인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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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지속된다. 그러나 일단 연소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zircaloy-물 반응이 없는 한 

짧은 기간 동안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소로 인한 

온도와 압력의 순간적인 증가는 격납건물 건전성올 위협할 수 있다. 격납건물 파손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수소 제어 방안일 것이다. 

수소제어계통은 ODD와 EVEN 두 개의 독립적인 전원을 공급받는다. 제어판은 

정상운전시의 전원인 Class III와 비상전원계통인 EPS (Emergency Power System) 

그리고 개인적인 감시와 점화기의 상태나 오작동의 신호를 통해 AUTO!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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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기들이 LOCA사건의 신호 시 높은 격납건물 압력， 방사능 둥에 대하여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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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통은 항상 정상시의 Class III 전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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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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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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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시키는데 필요하다. MANUAL모드는 모든 점화기들이 동시에 전원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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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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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들에 대해서는 표시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점화기나 전원공급에 이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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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주는 컴퓨터 경보장치도 갖추고 있다.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에서 수소 농도 관련 HI-HI 경보 

및 수소 감지기 수소 농도가 4%를 초과하거나 CFMS 및 ICCMS에서 감지되는 

CET의 노심 출구 냉각재 온도가 371'C C700'F)를 초과시 수소 접화기 계통을 수동 

으로 운전한다. 격납건물 수소 점화기는 중대사고시 격납건물내 국부 수소 농도를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수소 점화기는 백열 플러그형으로 사고시 수소가 많 

이 집적될 수 있는 증기발생기 격실， 원자로 배수탱크 격실， ICI 격실등에 18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 수소제어계통의 적용 

수소제어계통으로 수소점화기를 설정하였고 표준원전에 대하여 사고시 적용시켰 

을 때의 적용성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간단한 의사결정수목을 작성하였고， 격 

납건물을 소격실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수소제어 전략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시나리오별 축적확률을 기반으로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를 계산하여 수소농도 

곡선을 구하였다. 일차계통에서 생성된 수소는 파단부위를 통하여 방출되며 모든 

격실로 확산된다. 그런데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서는 유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부 

적으로 축적되어 수소가연한계치에 도달하여 폭발할 위험성을 가지고 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그림 3.2.1 과 같이 격납건물을 총 207M 의 소 

격실로 구분하였다. 파단면적이 0.00214m2 이고 파단부위가 저온관인 냉각재상설사 

고를 기준사고로 설정하였다. 

1) 의사결정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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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수목[3-3J은 의사결정 문제의 도시 및 수학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댈이다.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올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 이 때 각 경우들은 기회노드가 되고 기회의 성공과 실패 확률이 정해질 수 있 

다. 그러한 일련의 기회들의 흐름은 최종적인 결과값에 이르게 되고 분석자는 그 

결과값들을 서로 비교하므로써 최상의 선돼올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방법 

은 중대사고관리 측면에서 수소제어방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수소점화를 제 

어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되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목적수목이다. 궁극적인 안전목적이 있을 때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인자가 상존하고 여기서는 수소로 잡았다. 따라서 사전에 수소제어에 대 

한 충분한 정보는 수소제어 의사결정수목을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일단 수소제어에 대한 방안이 세워지면 결정 노드(Decision node)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회 노드(Chance node)로 연결된다[3-4]. 의사결정 

수목의 장점은 결정구조를 명료하게 나타내 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모텔은 의사 

결정자에게 각각의 가능한 결과， 즉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직접 

적으로 보여준다. 사고 시 수동적인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운전원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수소제어관련 설비의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전내의 수소제어 관련 

설비는 수소점화기， 재결합기， 격납건물 살수계통 등이 있는데 점화기는 연소를 통 

한 수소제어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사고 후 작동 시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심노출과 압력용기 파손시 수소 점화기를 각각 작 

동시켜 최종적인 수소 농도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시점 

에 작동시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 

사결정수목은 중대사고를 인지하고 안전목적수목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운전원이 최 

상의 제어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고 간단한 형태가 그림 3.2.2 에 

서 보여진다. 

결정노드로는 수소점화기의 작동올 설정하였는데 작동한계치가 되면 18개 전부가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형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되 

는 사고진행에 따라 작동가능한 계통을 중심으로 기회노드를 설정하였는데 고압안 

전주입계통， 저압안전주입계통， 그리고 격납건물 살수계통 둥이다. 각각의 노드에 

대한 확률값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토대로 고압안전주입계통의 고장확률은 

1.07 x 10 3, 저아안전주입계통의 고장확률은 1.08 X 10~3 ， 그리고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고장확률은 2.31 x 10←3을 적용하였다. 

살수계통은 격납건물 압력하중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설계기준에 의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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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돔에 설치된 주살수노즐과 운전층 이하에 

있으나 여기서는 격납건물 돔에 설치된 것에 한해서 

은 격납건물의 압력상승에 따라 설계치에서 작동되도록 되어 

력상승으로 살수계통이 작동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0초 정도 이내이므로 사 

고초기붙 사수계통은 작동된다고 가정하였다. 

있다. 격 

구성되어 

작동 

압 

작동된다고 판단할 수 

설치된 보조살수노즐로 

계산하였다.살수계통의 

있으나 격납건물내 

중대사고로 있으므로 

납건물 

2)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원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수소제어계통을 

작동시켜야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3-5]에 따 

라 확률론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S 는 사고 시나리오 P 는 사고진행확률 X 는 수소농도를 각 

나타낸다. 예를 들어 SI은 의사결정수목에 있어서 시발점부터 최종 관심대상인 

경로를 나타내고 PI은 경로의 확률， 그리고 XI은 그 

사고가 진행되었을 때의 수소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종적인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할 

하나의 끝점까지의 

러한 경로를 통해 

수소농도독선을 구하기 

각 

수소농도인 

다음과 수소농도를 것은 위해서 

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X1 는X22X3는 는XN 

때의 

화 ..., 

따라서 SI은 가장 높은 수소농도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이고， SN은 가장 낮은 수소 

농도를 보여주는 시나리오다. 축적확률을 포함하는 사고 시나리오는 표 3.2.1 과 같 

다. 표와 같이 하여 구해진 농도에 따른 축적확률은 그림 3.2.3 와 같은데 이 

확률은 실제 계산 값을 그대로 표시한 것이고 곡선은 Gaussian Fitting을 통해 

률밀도함수를 구한다음 1-CDF 의 계산으로 그려진 것이다. 

수소는 격납건물내 모든 공간으로 확산되며 국부적으로 수소농도의 

있다. 이는 수소의 가연조건 하에서 점화원이 존재하여 연소 

국부적으로 높은 수소부피농도를 유발시키는 과정을 분 

따라 격납건물의 기하학적 모델링에서 가능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도록 하였다. 기하학적 

t:1: 
--'--

펼요하다. 이에 

국부수소농도의 

3) 격설모델 

중대사고시 

초래할 수 

폭발될 수 있기 때문에 

석하여 적절한 대책의 

한 소격설을 구분하여 

를
 

가
 

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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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위하여 각 격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20개의 격실로 구분하였다[3-61 

- 이미 격실로 구분되어 있는 반밀폐형 공간 

- 사고시 기체의 방출로 격시이나 공간상 서로 다른 압력경계가 형성되는 영역 

- 기체확산시 장애물로인해 흐름이 제한되는 지역 

- 국부적으로 공학적안전계통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 장기적으로 국부수소농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4) 결과 

의사결정수목은 크게 수소점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었으 

각 의사결정수목은 모두 8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진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수소점 

화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9번부터 16번까지는 수소점화기가 작동하지 。L
l송 

며 

경우이다.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에 따라 이들의 값을 표시한 것이 그림 3.2.3 

에 나와 있다. 그림 3.2 .4 와 그림 3.2.5 는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확률과 수소농도에 대해서 나타낸후 Gaussian fitting을 통해서 다시 나타낸 것이며 

두 개의 수소 확률밀도함수를 함께 나타내면 그림 3.2.6 과 같다. 이로부터 1-CDF 

를 표시하면 그림 3.2.7 과 같으며 곡선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들은 실제의 축적확률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소점화기를 작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함께 그 

'
'-

려보면 1.2%의 수소농도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울진 3&4 호기에는 수소생성원으로 판단되는 곳에 총 187ß 의 점화기 참조원전인 

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MAAP 계산을 수행해본 결과 모든 비상노심주입계통 

안전주입수만 고려할 때 Zr 산화율은 68% 정도였다. 어떠한 격 

10%가 넘지않았으며 수소점화기가 6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한 하 

국부수소농도가 0.52%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소제어계통으로 

이 작동하지 

실에서도 

부격실에서 

않고 

고려되어야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여 
‘-

수소점화기를 사용할 때 

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번 계산의 결과를 통해 수소점화기가 작동함에 따라 100K 

의 온도상승과 5,200Pa (O.75psi) 의 압력상승이 있었다. 

- 44 -



표 3.2.1 축적확률을 포함하는 사고관리 방안 평가척도 

시나라오 확률 수소농도 축적확률 

Sl P1 X1 P1=P2+P1 

S2 P2 X2 P2=P3+P2 
. . . 
. . . 
. . . . 

Si Pi Xi Pi=Pi+1+Pi 
. . . . 

. . . 
. . . 

SN-1 PN-1 XN-1 PN-1=PN+PN-1 

SN PN XN PN=P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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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격납건물 격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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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Igniters operation 

Cl :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C2 :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C3 : Containment spray system 

그림 3.2.2 의사결정수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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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시나리오별 농도에 대한 축적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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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Igniter-On 경 우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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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Igniter-Off 경우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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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Igniter-On & Off 경 우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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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Igniter-On & Off 경우의 수소농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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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ASFLOW 코드를 이용한 3차원 수소농도 분석 

1. 3차원 수소농도 계산 펼요성 명가 

가.개요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사고시 수소농도 분석은 발전소 전체를 대형 

나누어 일반적인 Lumped 상용 코드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사고시 발생된 

확산이 매우 빨리 진행된다는 가정을 만족시켜야만 적절한 분석으로 판단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된 서울대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물을 삽입한 소격실에서의 포화 수소농도가 내부 

간 틈새에서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생김을 

발전소에서의 수소농도 분석은 이러한 국부적인 농도의 차이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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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에 실험 계통에 대한 단면도를 도시하였다. 

실험 장치는 크게 Source 주입장치， pre-mixing , 확산 chamber, 계측장치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source 주입과정에서는 5 kw 용량의 heater가 설치된 증 

기 발생장치에서 증기가 생성되고， He gas는 일정 온도로 유지되는 예열기 

(pre-heater)를 거쳐서 주입되어 He과 증기를 혼합하는 과정으로 예열기는 

chambert.ll에서 증기가 웅축되는 것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증기발생장치는 압력 제 

어기에 의해 증기발생장치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일정량의 포화 증기 

를 공급한다. 이렇게 공급된 증기와 He gas는 chamber내로 주입되기 전에 혼합기 

를 거치면서 혼합된다. 

계측기기 및 실험에 사용되는 기타 기기로는 압력 제어기 2 개， 온도 제어기 3개， 

자동개폐식 밸브 등이 있다. 압력 제어기는 증기 발생기내의 압력과 He 주입부의 

압력측정 및 혼합 chamber내로 주입되기 전에 압력을 계측한다. 온도 제어기는 혼 

합 chamber의 상 · 하부 가열 heater .2} He 예 열 기 의 온도를 조정 하게 된 다. 

혼합기 로부터 혼합된 혼합 기 체는 직 경 1 m , 높이 1.5 m의 stainless steel로 된 

확산chamber로 주 업 된 다. 이 mixing chamber는 바깥 면 에 Line형 heater가 

chamber의 외부 벽을 약 10 cm 간격을 두고 chamber 상 · 하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line heater가 감긴 chamber둘레는 2 cm 두께의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혼합 

chamber는 중앙 바닥으로부터 mixture가 공급되 고 chamber중간 부위 에 orifice형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orifice형 장애물은 판형 stainless orifice로 0.15 m 와 

0.3 m의 두께 1 mm의 두 size가 설치 될 수 있다. 

고온의 증기가 chamber벽에 의해 웅축됨으로써 생기는 물은 chamber바닥의 

drain valve의 수동 작동에 의해 외부로 방출된다. 혼합 chamber의 상부에는 10 

mm의 배출 hall 367H 가 일정 간격으로 chamber 상부의 원주를 따라 뚫려 있다. 

chamber 벽 에 는 상 • 하부 끝에 서 10 cm되 는 지 점 과， 중간 부분의 orifice형 장애 물 

위 /아 래 로 5 cm 되 는 지 점 에 sampling point가 있 고 118 인 치 stainless관 으로 된 

sampling line이 chamber벽 안쪽에서 5 cm 중앙부위를 향해 돌출 되어 있다. 

Chamber의 하부로부터 10 cm 높이 에 있는 sampling line은 chamber의 하부 벽 

으로부터 50 cm 돌출 되어 mixture 공급 부위까지 도달되어있다. 5개의 각 

sampling lineo} 다 열 전 대 가 sampling line과 동 일 한 길 이 로 삽 입 되 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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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의 5개 sampling point로부터 의 sampling line은 계 측기 까지 의 거 리 를 최 소 

화시켜 sampling pump에 연결되었다. Chamber로 부터 sampling된 gas가 3개의 수 

분제거 펼터를 거치게 되면서 수분이 제거된다. 수분이 제거된 air와 He mixture는 

sampling pump를 지나 계측기로 유입되어 농도가 계측된다. 

2) 설험 절차 및 방법 

실험 절차는 우선 증기 발생 장치에 물을 주입시키고 증기 발생기내에 장착된 5 

kw 용량의 heater로 증기를 생성시킴으로써 시작된다.5 kw 용량의 heater로 부터 

과잉 공급되는 증기는 drain valve로부터 외부로 배출된다. chamber를 둘러쌓은 

line 형 heater에 의해 chamber 벽면을 80 .C 의 온도로 가열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 

하게 한다. 만일 chamber 내부에 주입되는 고온의 (<100.C) 증기에 의해 벽면이 가 

열될 때는 온도 제어기에 의해 line heater의 작동이 멈추게 된다. He 예열기 

(preheater)를 작동시켜 He gas를 가열시킨다. 증기 발생기로부터 공급되는 일정량 

의 증기(분당 33 g)와 분당 4 lit의 He gas가 혼합기에서 혼합된 후 chamber 내로 

주입된다. 혼합 chamber 내로 주입된 mixture는 5개의 sampling point를 통해 

sampling 된 다 . sampling point selector는 각 지 점 의 측 정 간 격 을 30 sec로 해 서 선 

택되고， 선택된 sampling point로 부터 mixture는 3개의 수분제거 필터를 거치게 된 

다. 첫 번째， 두 번째 펼터는 mixture로부터 40 %의 수분을 제거하고， 마지막 펼터 

를 거치면서 수분이 60 %가 제거되어 sampling pump를 통해 He 농도 분석기로 

유입된다. 실험은 각 지점의 He 농도가 steady state에 도달 할 때까지 수행한다 

3) 설험 결과 

0.15 m orifice 형 obstacle을 설치 한 경 우 chamber 바닥 주입 구에서 는 혼합체 확 

산각이 바닥으로부터 65.5。 이상의 각으로 둥방향으로 확산되며 chamber 천장으로 

부터 downflow의 layer 두께가 0.15 m 이상의 두께로 대류 흐름<Circulation flow) 

을 형성하고 바닥으로 내려온 flow layer는 혼합 chamber 바닥면을 따라 중앙부로 

이동하면서 주입되는 가스 혼합체의 영향으로 다시 일부는 상숭하게 되고 일부는 

혼합체 주입구 주위에 누적되게 된다. 실험의 진행과 함께 계속되는 혼합체의 주업 

으 로 chamber 중 앙 의 cy lindrical 상승 flow의 두 께 는 두 꺼 워 지 고 chamber wall 쪽 

의 downflow의 layer 두께 또한 두꺼워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 부위의 

상승 flow와 벽을 타고 내려오는 downflow의 두께가 점점 커져서 만나게 될 때 

다
 써 



chamber 내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 혼합 chamber내는 국부적으로 steady 경 

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혼합 chamber 각 지점에서의 온도 분포는 각 

sampling point의 온도 상승 경향이 농도 상승 경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chamber wall 은 80 .C 로 가열되지만 주입 헬륨은 100 .C 로 예열되고 공급되는 증 

기의 온도도 그 이상이므로 초기 각 sampling point에서의 온도는 낮지만 chamber 

내의 circulation flow의 영향으로 각 sampling point에서의 온도 증가율이 균일하게 

나타나 실험시작 후 3,000 sec에 도달하면 chamber41 가 혼합체의 농도가 국부적인 

steady state에 이르게 되어 일정한 온도 분포로 유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0.30 m orifice 형 obstacle을 설치한 경우 chamber 바닥 주입구에서는 혼합체 확 

산각이 바닥으로부터 75 .8。 이하의 각을 갖고 등방향으로 확산된다. 주입구로 부터 

75.8 。 이하의 각으로 주입되는 혼합체는 orifice의 영향으로 chamber 하부에서 

circulation flow를 형 성 해 orifice 아래 부분의 혼합체 누적을 가중시 킨다. 주입 구로 

부 터 75.8。 이 상 의 각 느 로 주 입 되 는 혼 합 체 는 cylindrical flow 의 형 태 로 chamber 

천장까지 상승한 후 orifice 상부에서의 circulation flow를 형성해 orifice 위 부분의 

혼합체 누적을 가중시키게 된다. 실험의 진행과 함께 계속되는 혼합체의 주입으로 

chamber 중앙의 cylindrical 상승 flow의 두께 는 두꺼 워 지 고 chamber wall 쪽의 상 

/하부의 downflow layer 두께 또한 두꺼워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 부 

위의 상승 flow와 벽을 타고 내려오는 두 downflow의 두께가 점점 커져서 만나게 

될 때 chamber 내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 혼합 chamber내는 국부적으로 

steady 경 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GASFLOW 코드 모텔 검토 [3-8] 

GASFLOW 코드의 전체적인 개요 및 수소 계산과 관련된 수소제어기 모텔을 중 

심으로 검토하였다. 

가.개요 

GASFLOW 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LANL)과 

Forschungszentrum Karlsruhe(FzK)에 서 개 발한 3-D fluid dynamics field 코드로 

유동장 내에서의 3차원 국부 현상을 계산한다. 대상 장치 전체에 걸쳐 시간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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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기체 구성과 각 입자들의 분포를 예측하고， 그 결과(연소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는) 내부 구조물이나 벽에 걸리는 압력과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GASFLOW 코드는 주로 원자로 격납용기와 다른 장치에서의 수소와 다른 기체의 

수송， 혼합， 연소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이 코드는 직교좌표계 및 원통형 좌표계에서 3차원 체적에 대한 압축성 

N a vier-S tokes 방정식을 푸는 전산유체역학의 수치 기법에 근거한 유한체적코드로 

1차원 flow path에 의 해 연결된 cell들의 다중 3차원 block의 computational domain 

에서 다중 격실 (multiple compartment)과 내부 구조물을 가진 복잡한 장치를 기하 

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드는 버전 2.1 이다. 

나. 수학적 • 물리적 모델 

1) 질량， 운동량， 에너지의 보존 법칙 

유한부피공식 (finite volume formulation)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다음과 같이 적분 

형으로 주어진다. 

질 량보존식 : 찮 JvPdV= fsPC b- u) . AdS+ fvSpdV 

운동량보존식 

옮 JvpudV= fspuC b- 찌 AdS 

- fsÞdS+ fvp싫V- *r A)잃- fsC Dd. A)dS+ JvSmdV 

내부에너지 수송식 

찮 JvPfdV = fsPfC b - u) . AdS 

-빵(ι A)dS- JJt쁨뿐]dV- fsc q. A)dS+ JvS ,dV 

2) Constitutive Relationships 

열 역 학 적 성 질 과 수송 성 질 (Thermochemical and Transport Properties)에 관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25종의 기 체 와 liquid water를 포함하고 있다. 

C. CO. CO 2• H 2• H20. N2• N20. O2• air. Ar. He.NH3• CH3• HO.H.H02• 

NO. O. NH. HNO. H 20 2• NH 2• LG. Xe. H 20 (Iiquid) 

7 
I 

R 
u 



이 중에서 공기 (air)는 79 %의 질소와 21 %의 산소의 혼합물이고， LGOight-gas) 

는 15 %의 수소와 85 %의 헬륨의 혼합물이 다. 

3) 난류 모델 

난류 모델로는 AIgebraic 모텔과 X-ë 모텔이 사용된다. 

4) 화학적 동력학 모델 

One-step 모델과 Two-step 모텔 두 가지 모델이 사용된다. One-step 모텔은 수 

정된 Arrhenius 법 칙을 기초로 한 모델이며 Two-step 모델은 화학반응을 

induction phase와 release phase로 나누어 설명하는 모벨이다. 

가) One-step 모델 

One-step 모댈에서는 원래의 화학적 과정을 매우 단순화한 simple one-step 

global chemical kinetics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지 다음의 반응만이 모 

델링되어 있다. 

2H 2+02 • 2H 20 

원자로 격납건물을 모델링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계산상의 cell 체적은 1-2 m' 

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클 수도 었다. 단， diffusion flame이 기대되는 영역에서는 

약 1 m' 로 cell의 체 적 을 유지 하는 것 이 좋으며 이 러 한 공간상의 resolution에 대 해 , 

flame structure를 묘사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수행하지 않는다. 단지 복잡한 구조의 

격납건물에서의 연소에너지의 방출만을 나타낸다. 게다가 화학 반응의 시간 칸격은 

일반적으로 이 연소 모드에 있는 유체의 움직임에 비해 매우 짧아서， 많은 기본적 

인 반응 단계와 중간의 화학종은 이 first approximation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 

세 가지 기체(수소， 산소， 증기)의 화학 평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세 종 에 대 한 mass eQuation은 

p?Ia VA - p껴， V ~ TTn 

L1t 나 P. H,. cornbustion V 

pZ2VA- pE2V?{'"\ TTn 

L1 t - J P. 0 ,. cornbus찌ó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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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3.3.2) 



p$2V;A- p%2V” [ ”” 
L1t - V p.H20. combustψn V 

이 고 . energy equation은 

이다. 

P AJAVA _ {)nrvn 
=s었o빼ustion vn L1t 

여기에서 다음의 방정식을 사용해서 위 식의 우변을 바꿀 수 있다 

concentrations of reactants and products 

1 dCH, dco, ‘ 1 dc H,O --- ------‘ 2 dt dt ’ 2 dt 

react lOn rate 

ψ = k( T)CPH,CqO, 

rate constant (modified Arrhenius law) 

--ε 
k( T) = C f' T n • e RT 

chemical energy of combustion 

fvS I.combustiondV= V. Cc ' (J) 

dPa ., dCa ----…dt ’‘ a dt 

mixture가 fuel lean 할 경 우( cH,<2' co, ) 

_l~k-ck - L- k(ηcac뇨 
-…-2 L1t 1 +2L1tk( ηck 

mixture가 fuel rich 할 경 우 ( C H'> 2 . C 0, ) 

c32 - c ’b2 K ηcE2c’삼2 
…-L1t 1 +L1tk( ηck 

이 것 은 식 (3.3.1 - 3.3.4)에 대 한 mass source term 

S캉， κ comb따tion=-2MH， ψ 

S영.O， .comb잉tion=-Mo， ψ 

S~.H， .combustion = - 2M H，O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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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3.4) 

(3.3.5) 

(3.3.6) 

(3.3.7) 

(3.3.8) 

(3.3.9) 

(3.3.10) 

(3.3.11) 

(3.3.12) 

(3.3.13) 

(3.3.14) 



과 energy source term 

s1 ~_' .. of;n_ = C~. (JJ ‘ 1. combustψn '-"c ω 

을 제공한다. 

(3.3.15) 

※ reaction rate에 대 한 solution , 식 (3.3.1 0)과 (3.3.11)은 식 (3.3.7)에 의 해 나타내 

어 진 rate constant를 포함한다. 이 rate constant는 단지 혼합물 온도만의 함수이 

다. 이 모텔의 chemical kinetics를 계산할 때， 온도는 상수로 유지하지만， 이 rate 

constant는 ignitor를 모델ing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ignitor가 작동되 면. 

--ξ-
k(2000) = Cfe R.2000 의 값은 2000K로 구해지고， 이 온도는 효과적으로 가연성 혼 

합 기체를 점화한다 

나) Two-Step 모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학반응을 induction phase와 energy release phase 두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렁한다. 

[> Induction Parameter 모 댈 

Induction parameter 모 델 은 reacting flow 계 산 에 화 학 적 반 응 을 포 함 시 키 는 단 

순화된 접근 방법으로， 주요한 이점은 자세한 화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에 비 

해 계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duction phase에 서 , intermediate species는 radical pool을 만들 어 내 는 데 , 그 

radical( 기 )은 반응위 chain branching에 필요하다. 이 때 최 소의 에 너 지 가 방출된 

다. 이 phase는 induction time에 의 해서 모댈링 된다. energy release phase 동안에 

는 radical이 재결합하는데 이것은 반응의 주 에너지의 방출을 일어나게 한다. 그리 

고 재결합을 일으키는 시간을 energy release time이라 한다. 

One-Step 모 텔 에 서 와 같 이 세 가지 기 체 에 대 한 mass equation은 

p없 vA-p짜，V' o TTn 

L1t 니 P. H,. combustion Y (3.3.16) 

p&zVA-pE2V?? n ” n 

- 니 ρ.O， .combιstion Y (3.3 .l7) 

pZ2 VA - p%: l/? ro. TTn 

L1t 니 P. H,O. combustion V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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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 • energy equation은 

pAJAVA _ pnr V" 
=s1 “’”“M V" L1t “ COttUJUSM깨 (3.3.19) 

이다. 

induction parameter가 1보다 크면 (energy가 방출되 면) • 수소에 대 한 mass source 

term은 combustion 이 속한 reglme에 의존하여 두 개의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local turbulent Reynolds number가 critical value보다 작으면， 연소는 

quasi-laminar regime에 서 발생 한다. 수소는 stepwise linear way로 연소된다. 그 

비 율 (rate)은 energy release time과 subcycle time step 

찌
 
-

總-
μ
 

κ
‘
-

c 
----

ω
 

--
” 
κ
‘
-

τ
 
-,

m 

-
-
J
I
ι
 

A 

κ
.
-
J
 

c 
- (3.3.20) 

에 의존한다. 

local turbulent Reynolds number가 critical value보 다 크 면 , 연 소 는 fully 

turbulent regime에 서 발생 한다. 

Damkoehler number< ratio of induction time to turbulent time) 가 

ignition/extinction criterion보다 크다고 가정 하면， 수소에 대 한 mass source term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A -(c양， -c짜)=~τ- . Clim 

‘ l 
(3.3.21 ) 

그리 고 oxygen과 water vapor에 대 한 mass source term은 각각 

SA --iM L 
P.O， .co뼈ustion - 2 1.1 0, ω (3.3.22) 

S영.H，O.comb따tion=- M H，O띠 

이 고 , energy source term은 

(3.3.23) 

51 rn ..,.,, }nn:f;'l'l1t = C 1. combustion - v c (3.3.24) 

이 된다. 

Damkoehler number가 ignition/extinction criterion보 다 작 다 고 가 정 하 면 , 수 소 가 

연소하지 않으므로 mass와 energy source term은 0이 다. 

※ energy가 stepwise linear way로 quasi-laminar regime에서 방출된다면， 

combustion time step은 energy release time의 최 소값을 energy release에 사용되 

는 time step의 수로 나누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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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t combustion = 조씌낀E 
OustlOn re lsteþ (3.3.25) 

relstep 은 user에 의 해 input값으로 줄 수 있다. default는 1 이 다. 

5) 점 화기 (ignitor) 모델 

점화기 모델은 간단하지만 효율적이다. 기체의 

혼 합물 <Combustible mixture) 이 체크한다. 이 코드는 수소， 산소， 

구 하 기 위 하 여 Shapiro diagram에 서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적비 (volume fraction)가 4 %를 초과하여야 

수증기 체적비에 

가연 수소와 산소의 으서 
’ '-' 

;ζ 서 。
。=

를
 

-/ 

년
。
 

는
 

견
 

하
 

br 

재
 

턱
 

; 

존
 
문
 

딴
 

용
 

사
 

값을 가연성이 되는 혼합물이 

성 

수증기의 

기
 

증
 

수
 
’ lean combustion limit를 의 

수소 대해서는 체적비 30 %이하에 

하고 30 %에서 65 %의 12 %로 증 대해， 수소 체적 비는 4 %에서 

대해서는 

쓰여질 

처。 --불활성인 수증기가 혼합물은 가한다.65 %이상의 수증기 체적비에 

고려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있다. 

{ κO( Volume% κ0) < 65 

뀔(volume% κ0)~4 + min[O，옳 (volume% H,O - 3이 

ι*‘ 
T 로 

온도는 2000K로 되 어 다음과 같은 식 이 된 맞다면， 반웅율 상수에서의 

k(2000) = c엄xp( -투옳δ) 

조건에 이 

다. 

있게 된다. 

점화기 두 가지 

Jr 까‘ 

걷" T 동 력 학 방 정 식 은 이 driving function을 대 입 해 그러면 화학적 

대해 

단지 

스파크 기간에서 

등에서는 

혀
。
 

있다. 백열플러그형의 점화기에 대해， 반응 

연속적으로 active하다. 반면에， 스파크형 

구체화된 스파크 시간간격 (sparking 

스파크(spark) 형 의 백열플러그(glow plug)와 

대하여 모텔링할 수 

시간 간격에 된
 

에
 
화
 

는
 
기
 
에
 

서
 
화
 
구
 

에
 
점
 

드
 
소
 

코
 AT 

이 

태의 

상수는 률 

반응률상수는 

유일하게 active하다. 

장치에 대한 

대표적인 PAR 장치인 

대해서는 

frequency)과 구체 화된 

점화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재결합기， Siemens 재결합기 

Siemens Type FR -90/1 재 결 합 기 와 

모벨을 PAR MAAP 상용코드인 

NIS 경우 코드의 GASFLOW 

상관식으로 있으며 

있다. 

포함하고 

GRS 상관식을 포함하고 

모벨을 대한 에 

점화된 후에， 시 

내에서의 화 

화염전파(flame propagation)는 가연성 혼합물이 주어진 cell에서 

율레이션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코드 

화학모델의 에너지방출율과 화열 front의 근방에서의 열수력학과 열전달 염전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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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일단 정화가 일어나면 위 • 아래로의 화염전파 

는 화학모델과 열수력모델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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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생모웰의 적용 노섬용융물-냉각수 반웅시 제 4 절 

적용 1. 수소생성모웰의 

가.개요 

제어승} 

Corradini[3-1O], Epsetein[3-1l], Young[3-12]등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델의 경우 FCI의 

예측하는 

반웅율올 의해 확산에 고체 및 처음으로 기체 

후 

의해 

개발된 

Baker와 ]ust[3-9]에 

생성모델이 

의해 다양한 형태의 

수소 ‘-'-
물리적 형 

단순화된 가정 

제어하는 메커니 

것도 

반웅을 

모벨이 

있지는 못한 상황이며 온도를 

예측은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기체 확산을 임의의 경계 

모사하고 

정확한 

적절히 

사용함으로 

태를 

또한 .Q.. 
E프 

온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하 

고려해야 뜸
 

모
 

효과 확산의 

고체 

것도， 실제 산화 과정을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체 및 기체 생각할 때 

ttl 
^ 즘으로 사용하는 

」

L •-

확산 방정식과 

하는 

이 후 UJudogan 및 Corradini[3-13]는 반응 표연을 나누어 

Lumped 에 너 지 방 정 식 을 이 용하 여 금 속 의 ignition 온도를 예 측하는 모 델 올 제 시 했 

으며 Lee 및 Pack 모델 [3-14]에서는 반웅 상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기의 

확 및 기체 고체 

산을 모두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중대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에 많은 양의 일어나는 노심 짧은 시간에 반웅이 

생성과 관련하 수소 개발이 필요하며 맞는 모델의 특성에 반응의 용융불과 냉각수 

용융물의 적절 

수증기의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및 에너지 의해 필요성에 

따른 물성치가 수소 생성에 

모사하기 위한， 보다 정확한 온도의 예측의 

천이 확산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모델을 개발하게 

온도에 옹도 및 여 

히 

물리 모텔은 크게 되었다. 개발된 

부분 모벨의 세 물질전달 모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정식으로 

및 모형， 산화 반응 모형， 열 

산화 반웅 모형에서 

적 

기존에 표현하였고 천이 확산올 수증기의 =
걷r 

결과가 여러 상용코드 

폭발을 제외한 성층화 

그 산화량에 의한 수소 생성량 

결과와 근접한 결과를 얻을 

방정식을 세워 전달의 경우 시간올 고려한 에너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 입자 실험이며 

물질 ttl 
^ 열 계산하던 Lumped로 

실험 

증기 

표현하였다 이를 

사용되고 Baker와 ]ust의 ANL-6548 실 험 과 

있는 FITS 실험을 모사하여 

계산 결과 기존의 모댈에 

있는 

고려할 수 

에
 

및 파편화를 

비교하였으며 

압력 원자로 현재 

실험 

MELCOR와 MAAP 코드는 

비해 

코드인 해석용 중대사고 

ιL 
E 

수 있었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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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 외부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웅을 취급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수소생성모텔이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MELCOR 1.8.3 은 이 

에 대한 모델이 현재 없으며 MAAP 4.0에는 수용되어 있다. MAAP 4.0의 모델의 

경우에도 산화량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B밟er와 Just의 실험 결과를 다항 콕 

선으로 표현한 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중 

대사고 해석에 있어 기존 MAAP 4.0 코드에 개발된 노심용융물-냉각수 반웅 현상 

에 대한 수소생성모델을 추가하여 웅용 계산을 수행하고자 한다. 

나 . Original MAAP 모 델 검 토 

FCI에 대한 수소생성모델은 MAAP 4.0의 경우 DBJET 서브루틴에서 계산을 수 

행하는데 In-vessel 및 Out-vessel 상태 모두를 계산한다. 노심용융물이 lower 

plenum으로 분출(jet)되면서 냉각수 속으로 노심파편물이 entrainment 된다고 가정 

하며 이때 entrained particle mass rate는 실린더형의 제트 분출의 침식으로 표현한 

Ricou - S palding 상관식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마nt = Eo (꿇)펴 Udj (3.4.1 ) 

여 기 서 entrainment 계 수 E。는 0.03 드 E。 드 0.14 의 범위에 있다. 그리고 입자 

크기는 모세관 현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dp = (뚫f/2 (3 .4.2) 

위 상관식은 FARO 실험 자료나 TMI-2 에서 관측된 자료와 잘 일치함올 보여주 

고 있는데 이것은 안정한 drop의 최대 크기에 기준을 제공하는 Weber 수와 

freezing crust의 안정 성 에 기 초를 둔 Epstein - Fauske 모 델보다 더 정 확한 값을 보 

인다. 

과열되어 있는 분출 용융물이 냉각수 층으로 유업됨에 따라 분출 용융물과 쪼개 

어진 입자들은 표면 산화 과정을 겪게 된다. 분출 산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텔이 없으므로 업자 산화만을 고려 

하 고 있 으 며 입 자 산 화 에 대 해 서 는 condenser-discharge 실 험 에 서 얻 어 진 zircaloy 

자료를 해석한 Baker와 Just의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를 상관식으로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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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웅율을 업자의 평균 직경이 0.5-5 mm의 범위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다항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φrct = 1. 157 - 9.7892 x 10 -4 ddp + 3.4905 x 10 -7 d~p (3.4.3) 

- 5.6900 x 10 -11 d앓 + 3.5051x lQ-꽤3p 

여기서 입자 크기 단위는 따n이다. 그리고 화학반응에 의한 zircaloy 반웅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 φ띠 φZr W밟pb 
rct molwzr 

(3.4.4)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수소생성량과 수증기 반응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H2dp-cr = 2 Nrct molWH2 (3.4.5) 

W$:-dP = 2 Nrct mo1W HzO (3.4.6) 

다. 계산 방법 

실제 계산에서는 MAAP 4.0 코드의 DBJET 서브루틴올 수정 및 컴파일이 원활 

하도록 사전 작업을 수행한 후 실행 화일을 생산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Original MAAP 모델은 Baker와 Just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에 따른 

산화식을 다항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나 이것은 온도， 물성치 동 기타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BJET 서브루틴 중 산 

화량을 결정하는 부분인 Baker9.} Just의 실험 다항 곡선 부분을 개발된 모델의 산 

화를 다루는 부분으로 수정하였다. 

입력화일은 참조원전인 울진 3&4호기의 입력 화일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사고 시 

나리오 SBLOCA에 대하여 중대사고 계산올 수행하였다. 수정된 모델올 사용한 계 

산 및 원래 코드의 계산을 비교하여 사고 진행 과정의 변화 및 수소 생성량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수용하여 MAAP 코드를 실행시킬 경우 원자로용기 

lower plenum 또는 격납건물 각 격실에 냉각수가 존재하고 노섬용융물이 투하 또 

는 분출되는 물리적인 현상이 진행될 경우에 한하여 계산결과에서 비교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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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원자로용기 lower plenum의 경우 냉각수는 거의 상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교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격납건물내 수소생성량올 계산 코드를 

이용하여 비교할 경우 발전소의 격실 분할에 따라 수소 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본 계산에서는 울진 원전올 대상으로 5의 격실(Reactor cavity , Lower 

compartment, Upper compartment, Annular compartment, Containment dorm)로 

분할한 입력 파일을 이용하였다. 

라. 계산 결과 

표 3.4.1은 초기 사고 시나리오 SBLOCA에 대한 Original MAAP 코드를 이용한 

계산에서의 시간에 따른 주요 사고 진행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표 3.4.2에 수정 

된 모델 계산에서의 시간에 따른 사고 진행 결과를 정리하였다. 주요 사고 진행 과 

정에서의 압력 및 전체 수소 생성량올 총괄적으로 비교한 것을 표 3.4 .3에 나타내었 

다. 

모사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격납건물의 파손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노심을 지지 

하는 플레이트 파손 이전에는 같은 결과를 보이지만 플레이트의 파손에 이르는 단 

계에서부터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Original MAAP 모텔올 이용한 계산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파손시각 65603.59초에 493.7 Kg의 수소가 발생하였지만 본 계산 

에서는 5833l.45초에 480.9 Kg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본 계산 모델을 이용할 경우， 냉각수가 상존하고 그 위를 노심용융물이 떨 

어지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있다. 계산 결과가 원자로용기 

의 파손이 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수정된 모델이 

Ex-vessel에서의 용융물 냉각수 반웅을 적절히 모사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원자로 용기의 파손이 일어나고 첫 번째 Ex-vessel에서 FCI현상이 일어날 

때 DBjET 서브루틴에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의 

대한 모델의 수정 작업은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일차적으로 산화에 따른 

zircaloy 및 수증기의 양적 변화， 열전달 및 물질전달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수행하였다. 본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수소 발생량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원자로 압력용기의 파손 시각이 빨 

라지는 등 전체 사고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는 사고에 악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웅하는 경우의 열전달 및 물질전달， 산화막의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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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Original MAAP 계산에서의 주요사건진행 

Time (sec) Event Logic Event Summary 

.000 46 : T LETDOWN FLOW OFF 

.000 158 : T BKN S/G EQUIL THERMO 

.000 167 : T UNBKN S/G EQUIL THERMO 

.000 190 : T UHI ACCUM EMPTY 

.000 209 : T PS BREAK (S) F AILED 

.000 216 : T HPI FORCED OFF 

.000 217 : T LPI FORCED OFF 

.000 221 : T F ANS/COOLERS FORCED OFF 

.000 222 : T CONTMT SPRA YS FORCED OFF 

.000 232:T CHARGING PUMPS FORCED OFF 

.000 242:T PS MAKEUP OFF 

.000 243:T LETDOWN SWITCH OFF 

.000 254 : T LPI TRAIN 2 FORCED OFF 

78.454 14 : T FP 모델S ON 

87.107 158 : F BKN S/G NONEQ THERMO 

87.107 167 : F UNBKN S/G NONEQ THERMO 
1355.924 215 : T MCP SWITCH OFF OR HI-VIBR TRIP 

1889.679 25:T PS NONEQ THERMO 

3069.256 49 : T CORE HAS UNCOV 
306.324 691 : T CORE HAS UNCOVERED 

4725.068 690 : T MAXIMUM CORE TEMPERATURE HAS 
EXCEEDED 2499 K 

26095.459 34:T BROKEN HOT LEG RUPTURE 

28196.652 2: T SUPPORE PLATE FAILED 

43349.723 28 : T CWNCMR NOT BLCKD FOR GAS XPORT 

65489.504 188 : T ACCUMULA TOR W A TER DEPLETED 
65603.586 3 : T RV FAILED 
65603.602 693 : T REACTOR VESSEL HAS INITIALL Y 

FAILED 
65972.273 1008 : T 1 TH COMPT CORIUM POOL QUENCHED 
74959.273 61 : T RPV SECONDARY FAILURE UPON 

REMAINING DEBRIS HEA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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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수정된 MAAP 계산에서의 주요사건진행 

Time (sec) Event Logic Event Summary 

.000 46 : T LETDOWN FLOW OFF 

.000 158 : T BKN S/G EQUIL THERMO 

.000 167 : T UNBKN S/G EQUIL THERMO 

.000 190 : T UHI ACCUM EMPTY 

.000 209 : T PS BREAK (S) FAILED 

.000 216 : T HPI FORCED OFF 

.000 217 : T LPI FORCED OFF 

.000 221 : T F ANS/COOLERS FORCED OFF 

.UOO 222 : T CONTMT SPRA YS FORCED OFF 

.000 232 : T CHARGING PUMPS FORCED OFF 

.000 242 : T PS MAKEUP OFF 

.000 243:T LETDOWN SWITCH OFF 

.000 254:T LPI TRAIN 2 FORCED OFF 

78.454 14 : T FP 모델S ON 

87.107 158 : F BKN S/G NONEQ THERMO 

87.107 167 : F UNBKN S/G NONEQ THERMO 

1355.924 215 : T MCP SWITCH OFF OR HI-VIBR TRIP 

1889.679 25 : T PS NONEQ THERMO 

3069.256 49 : T CORE HAS UNCOV 
3086.324 691 : T CORE HAS UNCOVERED 
4725.068 690 : T MAXIMUM CORE TEMPERATURE HAS 

EXCEEDED 2499 K 
26095.459 34:T BROKEN HOT LEG RUPTURE 
28196.652 2 : T SUPPORE PLATE F AILED 
57884.215 188 : T ACCUMULATOR WATER DEPLETED 
58331.449 3 : T RV FAILED 
58331.449 61 : T RPV SECONDARY FAILURE UPON 

REMAINING DEBRIS HEA TUP 
58331.566 693 : T REACTOR VESSEL HAS INITIALL Y 

FAILED 
58339.332 28:T CWNCMR NOT BLCKD FOR GAS XPORT 
60502.961 1008 : T 1 TH COMPT CORIUM POOL QUE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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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SBLOCA에 대 한 key parameter 요 약 

ORIGINAL MAAP RUN 

TIME PPS PRB(2) INT. H2 
(S) (PA) (PA) (Kg) 

CORE UNCOVERY 3069.26 8792722.0 191047.3 0.0 

HOT LEG CREEP 26095.46 157011 1.1 292215.6 441.0 

RUPTURE 
SUPPORT PLATE FAILURE 28196.65 1516157.8 297507 .1 441.7 

VESSEL FAILURE 65603.59 4144370.5 409584.7 493.7 

THIS WORK 

TIME PPS PRB(2) INT. H2 
(S) (PA) (PA) (Kg) 

CORE UNCOVERY 3069.26 8792722.0 191047.3 0.0 

HOT LEG CREEP 26005.46 1570111.1 292215.6 441.0 

RUPTURE 
SUPPORT PLATE FAILURE 28196.65 1516157.8 297507.1 441.7 

VESSEL F AILURE 58331.45 6628766.5 398048.8 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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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절 촉매식수소채결합기와 점화계통 혼용시 사고관리 명가 

작업으로 수소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수소 

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에 대 한 개 별 적 인 특성 및 

포함되어 있는 PAR 모델이나 PAR 

위한 기초 평가를 

1. 개요 

흔용 원전 사고관리 

국내 t:t1 
^ 

외 현황 파악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 코드에 

장치를 모사하는 방법올 조사하였다. 

점화기 

재질의 부식， 냉 

양이 발생한 

Ex-vessel에 서 의 

콘크리트의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 반웅， 격납건물내의 

설계기준사고보다 중대사고시에 

느
 
」소

 

{ T 가연성 기체인 

방사분해 많은 더 통해 올
 

드
}
 

]각재의 

다. 노심 인 한 In-vessel 및 용융으로 노심의 상황에서 중대사고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 

사고 발생으 

방출될 것이 

의해，방출된 

있으며 이는 

해
 

과
 
의
 

물
 ” 냉

 춘
 

」
1

니
 

심
 
커
 

노
 
메
”
 

t:t1 
^ 반 응 (Fue! Coo!ant Interaction) 

생성 응(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둥의 

수소가 원자력 

/-‘ i 
，::.I二

발전소 격납건물 내로 

동에 

시간 이내에 상당량에 

조건 및 

~ , 로부터 

수소 농도， 난류 조건 

수소는 폭연 (deflagrations) 혹은 폭발(detonation) 현상을 일으킬 

국부적 구조적 내의 다. 격납건물 

있다. 

수준의 

수소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받지 

혼합물에 충분한 열이나 화학반응 

격 ~ , 
건전성을 위협할 수 

수소가 일정 

안전관련설비에 

수소제어계통은 

공기중의 

및 납건물 

도달하면 미리 연소 

방지함으로 

않도록 

농도에 내부의 

산소와 재결합시켜 

프;!;.1oIl-

격납건물 

또는 

의해 동에 현상 또는 폭연 수소의 써 

물
 

기체 가연성 대기내의 격납건물 목적으로 할 

농도를 낮추는 역 할올 한다. 인위적이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수소의 질을 공급하여 

그 백열플러그(glow p!ug) , 스파크(spark) 

및 

수소제어설비로는 

수소점화기와 

있는 고려되고 현재 

열 catalytic) 

사고후 

피 동 촉 매 식 (passive 

질소 

등의 

그리고 

촉 매 식 (cata!ytiC> 리고 

비활성계통 둥의 t:t1 
^ 이산화탄소 재결합기，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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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이 작은 BWR에서 주로 고려되는 방법으로 국내 격납건물의 기능 측면에서 q1 
^ 

수소제어설비를 중심 

설치현황 등을 검토하였 

제외한 중대사고시 

수소제어설비 

않으므로 이를 있지 고려되고 7-l 。/a -r 원전의 

특성， 각 국의 t:t1 
^ 개발 현황， 장 · 단점 으로 

토흐/셔 -, 。
t:t1 
^ 종류 

다 

2. 수소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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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어설비의 제거 원리의 차이에 따라 재결합기와 점화기로 나누어 검토하였 

다. 

가. 수소재결합기 

1) 피 동촉매식 채 결합기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3-15,3-16] 

가) 개발 현황 및 제원 

그림 3.5.1 및 3.5.2 는 독일 Siemens사 및 NIS사의 PAR를 나타낸다. 현재 PAR 

는 독일의 Siemens사 및 NIS사， 캐나다 AECL, 그리고 스위스 둥의 총 4곳에서 제 

작되고 있다. 이 중 원자력발전소에 적용 사례가 있는 제품은 Siemens사의 것이 유 

일하며， 타 회사가 단일 사양의 제품을 제시하는데 반해 Siemens사의 경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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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Siemens와 캐나다가 유사하며， 스위스와 NIS가 또한 유사하 

다. 

나)작동원리 

PAR는(그림 3.5.1 , 3.5.2 참조)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직육연체 상자로， 위， 아 

래가 개방되어 있으며， 상자 하단부에 수직방향으로 촉매제가 코탱되어 있는 카트 

리지 수십 개가 꽂혀져 있어 카트리지 사이로 수소를 포함한 가스혼합체가 흐르도 

록 되어 있는 장치이다. 촉매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반웅을 통해 생성된 수소를 제거 

하게 된다. 

2H2(g) + 02(g)• 2H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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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 촉매제가 장치 하단 부에 설치된 카트리지 사이로 형성된 유동 속에 포함 

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킨다. 이 때 생성되는 수중기는 상부쿄 올라가고 수증기 

생성 반응시 생기는 반응열의 온도구배에 의한 부력으로 장치 상부를 빠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유통으로 인해 격실내의 다른 기체들을 장치 하단 부에 개방되어 

있는 카트리지 입구로 유입됨으로써 연속적인 수소의 재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PAR장치 상부의 통로를 충분히 길게 해줌으로써 굴뚝효과<Chimney effect}를 

일으켜 카트리지 입구로의 기체유입올 원활히 해주고 수소재결합효율올 높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카트리지를 통과한 기체 및 재결합으로 발생된 수중기가 반웅열에 

의해 데워진 상태에서 장치 상부를 통해 격납건물로 유입， 혼합되므로 자연혼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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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PAR에 의해 유도된 혼합대류를 형성시켜 가연성 기체의 혼합올 돕는 장점 

이 있다. 

다) 성능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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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3.5.1 에 PAR 

와 관련된 검증 연구 현황올 정리하였다. 또한 Siemens 제품올 설치했거나 또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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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Doel 원전의 실제 적용사례를 감안하면 PAR의 기능 및 성능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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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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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규명된 PAR의 기능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PAR의 재결합율은 크고 혼합 기체내의 수증기가 존재하 

더라도 재결합율은 전혀 영향올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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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다 낮은 농도에서 수소를 제거할 수 있다.(2-3 %) 

격납건물이 wet 상태일 경우， 재결합에 의한 발열열이 촉매제 표면의 물방울을 

증발시키기 전까지는 작동지연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방수코팅을 사용하여 초기 

wetting을 방지하고 있어 작동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촉매제의 소멸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aging 문제는 없다. 하지만 촉매제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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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이 요구된다. 

나. 수소점화기 

1) 백 열플러 그 점 화기 (Glow Plug Ignitor)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전원공급에 따른 저항체의 열에너지를 공급하여 수소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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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작동되거나 제어실 운전원의 의한 수동 작동 모두가 가능하다.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운전이 용이하고 다른 기기와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NRC가 권장한 수소제어계통으로， BWR Mark III 격납건물과 PWR 얼음웅축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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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허가과정에서 HCOG 주도하에 미국의 여러 연 

구기관에서 그 성능이 실험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점화기는 이후 상용화되어 설치 

사례가 많은 것으로 General Motors AC Division에서 디첼엔진용으로 개발된 모 

델명 7G (작동전압 12-14 Vac, 최소요구전력 95 W , 그림 3.5.3 참조) 또는 Tayco 

사의 모델명 193-3442-4의 helical igniter (작동전압 120 Vac, 최소요구전력 525 

W , 그림 3.5.4 참조)가 있다.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물리적으로는 매우 단단하며 작동수명 또한 매우 길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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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현재까지 밥혀진 주요 성능은 다음과 같다. 

수소농도가 5-8 %일 때 점화가 가능하다. 

최소수소가연한계 근처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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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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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류가 형성되어 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40 % 정도의 수증기농도는 수소점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55 % 이상에서는 

점화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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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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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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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표면 온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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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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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스파크 점화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펼요로 하고 셜치개수 

가 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고온에 견디는 저항선이 필요하고 격납건물 관통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스파크 점 화기 (Spark Igniter)[3-17] 

스파크 점화기는 고에너지 스파크를 발생시켜 수소연소를 촉발시키는 방식을 사 

용한다. 가능한 설계방법은 축전지를 이용하고 스파크 발생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 

확 밀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스파크 틈새는 장치덮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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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접화기의 장점은 그 특성이 사고시 상송되는 옹도 및 압력올 자체에 설치된 

압력 및 온도감지기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작동이 지연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물론 운전원의 작동이 필요 없다. 또한 자체 축전지에 의해 작동되기 때 

문에 발전소 정전시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스파크 점화기는 0.1- 1.0 Hz 빈도수의 스파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빈도수를 최적화시키는 분석올 필요로 한다. 점화 촉발한계 (trigger threshold)가 너 

무 낮으면 원치 않는 스파크가 발생되고 축전지가 방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점화 실 

패가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작동되어야 할 시점에 작동되지 않올 가능 

성 및 방전 중 발생한 충격파에 의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중대사고시 안 

전기기와 전기적 간섭 및 파울령 (fouling)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스파크 점화기의 상용제품은 Siemens사(모텔명 WZB 89) 것 

으로， 그림 3.5.5는 스파크 점화기 WZB 89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 촉매 식 점 화기 (Catalytic Igniter)[3-17J 

촉매식 점화기는 백금과 같은 촉매를 이용하여 그 표변에서 수소와 산소를 재결 

합시켜 발생되는 발열열을 이용하여 점화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올 사용하는 

피동형 제어설비로 촉매 및 점화선 계통으로 구성된 수소점화기 요소가 밀폐된 용 

기 내에 설치되어 있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점화기 뚜껑과 

바닥이 자동적으로 개방되어 용기 안으로 수소가 포함된 기체가 유입되도록 제작되 

어 있다. 주요 장점으로는 증기불활성 환경 및 발전소정전시에도 작동시킬 수 있으 

며， 부피가 작고， 전원공급계통(distribution panel , 전선， 작동셜비 퉁)이 필요 없는 

완전피동형 설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소 농도가 많이 축적된 경우에도 계 

속적으로 반복 운전이 가능하고 수소유입의 열역학적 및 유체역학적 조건과 기하구 

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사고 시나리오 또는 국부적 상태와 무관하게 여러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전원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점화기에 비해 빠 

르게 대처하지 못하고(발화지연시간은 보통 4초 - 20초) 기체 속도가 빠를수록 지 

연시간 및 최소 점화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 독일 Siemens사가 개발한 촉매식 점화기(모델명 WZK 90, 그림 3.5.6 참조) 

가 있는데， 백금으로 코팅된 다수의 동심형 금속 원통을 포함하는 몸체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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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 점화기선이 연결되어 있다. 사고시에는 상하부 뚜껑이 열리며 수소를 포함한 

기체가 유입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최고 및 최저 발화제한치 부근에서도 수소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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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가별 설치동향 

각 국가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고려중인 수소제어계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 미국 

BWR Mark III 및 PWR 얼음웅축기 격납건물 기존원전에 대하여 lOCFR50.44 수 

소제어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수소점화기계통을 설치하였으며， 운전중인 대형건식격 

납건물 기존원전에 대해서는 수소점화기가 펼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신규원전의 경우 10CFR50.34(f) 수소제어요건올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대형건식 

격납건물에도 수소점화기계통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System 80+ 의 경우에도 

807ß 의 GM사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미 EPRI는 ALWR 설계에 PAR 도입가능성을 평가하였다. NIS사 PAR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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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대비 PAR만으로의 제어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동 평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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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다중성을 감안하여 2개의 PAR만 필요하며， 중대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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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가 펼요하며 국부 수소농도제어를 위해서는 수소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격납 

건물 격실을 설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EPRI 평가결과에 대해 NRC는 설계기준사고에의 PAR 단독적용은 가능 

하지만 개별적인 신청에 따른 상세 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중대사고 

에의 PAR 단독적용은 6%이상의 수소농도에서의 성능시험 및 여러 가지 중대사고 

환경하에서의 기능시험자료가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10%이상의 수소농도가 예측되 

는 격실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소점화기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결과를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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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중대사고에 대비한 적용방안에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AP600 

에서는 기존에 설계한 수소점화기계통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으며 EPR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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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요건문서(URD)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EPRI 안은 수소방출율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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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사고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PAR로 제어하며 PAR용량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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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에서는 기존 방안을 따르고 향후 미래원전에 대한 수소제어계통에서의 반 

영올 위해서 PAR-based system올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PRI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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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올 수행하는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System 8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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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나. 캐나다 

주요 발전소에 Tayco사의 백열플러그점화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재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 

가능한 한 사고초기에 연소를 발생시켜 수소를 제어할 수 있도록 백열플러그점 

화기와/또는 자체전원의 스파크정화기 

촉매식재결합기 

특히， CANDU9형의 원전(월성의 경우 CANDU6로 백열플러그 점화기 44개 설치 

될 예정임)에 대해서는 백열플러그 점화기와 촉매식재결합기의 통합형으로 설치되 

도록 설계하고 있다. 

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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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어계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하였다. 수소점화기는 

DDT 발생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사고전후의 비 

활성계통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각각 제외시켰다. 촉매식재결합기를 가장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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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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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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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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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략 407H 정도로 격납건물 전체에 균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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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사고에도 충분히 대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전체균일수소농도 제어용이며 국부적인 

DDT 방지를 위한 수소점화기를 IRWST 배기구 상부격실 및 수소방출지점근처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고 이들 PAR계통이 

관련된 PAR계통은 

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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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안으로 둥장한 수소제어계통에 대한 성능 및 기능시험결과 

근거하여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선택하였다. 에 

마. 핀란드 

중대사고관리측면에서 수소제어방법을 강구하였으며 얼음웅축기형 

Lovii중대사고 

격납건물인 

설치하였 1&2<1 982년에 이미 각각 74. 667ij 의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음)에 촉매식재결합기를 설치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 이를 수용하기 

또는 점화기와 통합)결과를 마련 중에 있다. 

위 

한 상세 분석(촉매식재결합기 

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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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 PWR에 대하여 PAR를 설치할 것을 RSK가 권고하였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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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정하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대형건식 월 

사.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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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Siemens끼、} PAR를 설치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점화기와 PAR를 비교한 결과 

수소점화기의 경우 수증기가 다량으로 존재하는 사고 후 상황(수중기분율이 55% 이 

상)에서 수소점화가 불가능하고 이후 수증기웅축에 의해 수소농도가 높아져 수소폭 

빌. DDT에 의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을 우려하여 PAR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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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원전 모두 PAR를 설치할 예정이다.(표 3.5.2 참조) 

3. PAR 관련 모델 검토 

가. GASFLOW 코드의 재결합기 모댈 

NIS 및 Siemens 재결합기에 대한 모댈 수립하였다. 물리적 모형은 위/아래가 개 

방된 형 태로 중간에 Reaction Zone이 위치한 경우를 모사하였으며 Siemens 재결합 

기의 경우 많은 성능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입구에서의 수소 체적비에 따른 재결합 

율을 곡선으로 도출하였고 NIS 재결합기의 경우는 Fischer의 모델을 기본으로 하였 

다. 

Fischer의 모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IS 재 결 합 기 를 통 과 하 는 steady-state volumetric flow는 다음 과 같 이 주 어 

진다. 

Qo = a(Y h,.IN)b 

여 기 서 Y h,.IN = 재 결 합기 입 구에 서 의 수소 volume fraction을 나타낸다. 

상수 a , b 는 실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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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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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fL _1 = ~ (Qo-Q) dt r'""'U 

(3.5.1) 

(3.5.2) 

여기서 r = relaxation time constant(실험적으로 대략 1800 s)를 나타낸다. 

시간 평균된 데이터를 조사하여 efficiency factor η=0.846으로 결정하였다. 

I) NIS recombiner 모 텔 

앞에서 언급했듯이 Battelle-Frankfurt NIS test 및 Fischer의 분석올 바탕으로 

모델 수립하였다. 

Reference velocity(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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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t) = 67 • [Y h2·IN (t)]o.%7 

재결합기 업구로 들어오는 시간에 따른 속도 U(t) 

빨다 = ￥[Uo (t) - U(t)]= 쇄 67[ Y h2.IN(t)]O.307 - U(t)} 
r ‘ 

Recombination reaction rate R h2 

R &I1h2 - I h2=-
Á'I- ηmh2.INL 

1 ]::::::ηmIN 
1-융 (1- η)Y h2.IN 

(3.5.3) 

(3.5.4) 

(3.5.5) 

화학 반응 모델에서의 반웅율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R h2 =2 ωVMh， (3.5.6) 

여기서 ψ rate of hydrogen recombination [moles- H2 / cm3 - s] 을 나타내며 

효율이 0.846이므로 다음고 같이 계산할 수 있다. 

ψ= 융 O 뼈U쩍I싸 

식 (3.5.7)을 이용하여 chemical kinetic 모텔에서의 energy release 등을 푸는데 

사용한다 

2) Siemens 재결합기 모텔 

NIS 재결합기 모델과 비슷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수소와 산소의 time-dependent 체적비 Y h2IN(t) , Y 0ιIN(t) 계산한다. 

입구에서의 기체 종들의 조성을 계산한다. 

Y 02 IN(t) , 
Y IN = min [ Y h2.IN( t) , 2 ~(;)"] (3.5.8) 

체적비와 체적 %를 이용하여 도출된 다항식에서 재결합율 R{t) 및 효율 η(t) 

결정한다. 

Reference velocity를 계 산한다. 

R{t) 
Uo(t) = -

A IN ?J( t) P h2 • IN( t) 
(3.5.9) 

재결합기 내부로 들어가는 time dependent velocity U(t)를 계산한다. ( r= 1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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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lli1l _lrTT r"\_TTr .. \1_l( R(t~_TTr .. \' =-[U)(t)-U(t)] ! -U(t)’ ) - r l A IN?(t)P h2, IN I (3.5.10) 

ω를 계산한다. 계산식은 식 (3.5.7)에서 0.846을 효율로 나타내면 된다. 

나. GOTHIC 코드에서의 재결합기 모탤 

실제적으로 GOTHIC 코드는 재결합기에 대한 모텔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 

다. 단지 재결합기 component를 junction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부분 

의 자료를 입력 자료로 주어야 한다. 여기서는 재결합기 모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hydrogen flowrate은 F yh = u y aypyh과 같 이 주 어 진 다. 여 기 서 Pvh = hydrogen 

density in the donor volume, ay=the vapor volume fraction in the donor volume, 

u y= junction velocity올 나타낸다. 재결합율 혹은 연소로 인해 없어지는 기체 종 

빛 에너지， 모멘텀은 수소， 증기， 산소 각각에 대한 source term 및 반웅이 일어났 

을 시의 에너지 변화， 밀도의 변화， 모벤텀 source의 변화 둥을 계산하는데 사용되 

게 된 다. 그 러 나 실 제 로 계 산 에 사용 되 는 parameter인 efficiency 또는 efficiency 

function , momentum height 둥은 Input으로 수치 또는 함수를 대입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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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PAR 관련 검증연구현황 

Country Institute Activity Year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1989 
Karlstein 

Germany application for patent 1990 
Laboratories 

patent granted 1995 

Germany 
Bettelle-모 텔 performance test in a multicompartment 

1991 
Containment geometry 

Belgium 
qualification, development of calculation 

1993 
method, partition considerations 

France Cadarache 
EDF-KALI tests; qualification for 900 MW 

1995 
PWR and French accident secnario 

USA/Franc 
Cadarache 

EPR/EDF-KALI tests ; qualification for 
1995/1996 

e US-ALWR, CEA 

France Cadarache aerosol poisoning tests, H2-PAR program 1996 

Germany 
Bettelle-모텔 multi-recombiner test in a multicompartment 

1996 
Containment 댄F앤닫닫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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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각 국의 Siemens PAR 설치 현황 

Country Plants Pieces Supplied Status 

Doe11 24 operable 

Doe12 26 operable 

Doe13 40 operable 

Belgium Doel4 37 under construction 

Tihange 1 37 under construction 

Tihange 2 38 operable 

Tihange 3 42 under construction 

Dukovany 1 16 under construction 

Dukovany 2 16 under construction 

Dukovany 3 16 under construction 
Tschechian 

Dukovany 4 16 under construction 

Temelin 1 22 under construction 

Temelin 2 22 under construction 

Paks 1 16 under construction 

Paks 1 16 under construction 
Hungary 

Paks 1 16 under construction 

Paks 4 16 under construction 

Netherlands Borssele 20 under construction 

Bohunice 161
) under construction 

Slovakia 
Mochovce 161

) under construction 

Russia Kalinin 3 501
)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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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5.1 독 일 Siemens PAR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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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그립 3.5.2 독일 NIS PAR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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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원전 사고 대처 방안 중의 하나로써 수소 제어 관련 

지침서와 규제 요건 개발에 필요한 공학적 기초 자료 생산이다. 이를 위해 중대사고인 

지방법론을 작성하고 국내 참조원전에 적용하고， 비상노심냉각시 수소 생성 및 혼합 모 

델을 개발， 수소제어설비 비교평가 및 제어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중대사고 인지‘방법론 작성과 관련하여 사고관리에 필요한 필요정보를 표로 만들었는 

데 여기에는 안전목적 수목이 포함된다. 참조원전의 개별 원전 분석 자료를 통해 노심 

손상방어， 격납건물 손상 방어 등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기능은 어떤 것이 있고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인자와 물리적 현상 그리 

고 위협인자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의 표로 작성하였다. 발전소 

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외국의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하였는데 이 

를 국내 원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필요 정보표에서 계측기는 중대사고를 인 

지하고 운전원에게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도록 하여 원전을 건전한 상태로 회 

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올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보다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사고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FCI시 수소생성모델 

검토 및 천이수소생성모댈 개발이 연구되었다. 수소연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특정 격실에 대한 수소생성량이 검토되었다. 그와 함께 생성되는 수소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설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 

되는 비활성화나 재결합기를 통한 수소의 제어보다는 수소점화기를 통한 수소제어 

에 중점을 두었다. 수소점화기의 가동과 관련하여 가동 당시의 여러 환경을 고려한 

의사결정수목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발전소의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 연구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중대사고시 수소거동에 

대한 해석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수소생성량 예측능력과 코드 계산 수행능 

력도 향상되어 국내 원전에 대하여 수소 제어 대책 확보 및 중대사고해석 코드의 검증 

및 보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외국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기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바탕으로 중대사고시 수소제어에 펼요한 설비나 결과 해석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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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수소 생성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FCI와 MCCI를 틀 수 있는데 

발전소 특정 격실에서 생성되는 수소의 생성량과 거동을 해석하는데는 여러 가지 불확 

실한 인자로 인해 어려움이 많음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체적대비 일정 농도가 되면 

폭발로 인해 발전소에 위협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수소를 제어함으로써 

그 위험성올 줄이고자 수소연소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SNL의 FITS, VGES , FLAME 

실험들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어설비의 하나인 수소점화기 실험과 관련해서는 

Pisa대학교의 실험도 있었다. 그러나 수소 거동올 파악하고 제어 가능성올 파악하기 위 

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의 결과를 그대로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지침 

서의 자료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하 

거나 설계하는 표준원전에 대한 안전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중대사고시 발생되는 수 

소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한 안전성 규제 지침 마련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또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발전소별 안전성검토와 같은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올 제시해 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존에 이루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대사고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서가 마련되는데 이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초기 발생가능성을 줄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사고 

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를 즉각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발전소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결국 사고 발생가능성의 

감소와 피해의 최소화는 발전소의 안전성올 제고시켜 일반인들이 원자력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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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수소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 

었고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수소 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1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소를 가장 빨리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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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식하고 GASFLOW 코드의 모델 검토 및 설치， 샘플 계산을 수행하 
였다. 수소 제어와 관련하여 PAR와 접화 계통의 혼용시의 사고 평가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소제어기 및 각 국의 현황 현재 코드에서의 PAR 모텔에 대 
한 자료 파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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