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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체계 검증 및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열수력/안전해석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열수력/안전해석 체계를 사용한 핵심 Scoping 해석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 Ranking Table)는 신개념의 계통에 대한 연구.

개발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되어 왔음. 특히, 설계해석 체계의 개

발 및 검증, 그리고, 실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실험의 필요성 도출을 위한 핵

심기술임

▪ 기존의 고온가스로 열수력/안전해석체계는 60-70년대 기술에 근간하고 있으므로, 

신개념의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 및 안전현안의 해소에는 불충분

▪ 따라서, 최신기술에 근간한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초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체계의 개발 및 검증기술 자립을 통하여, 해외기

술 도입비 절감

다. 사회·문화적 측면

▪ 원자력수소사업의 설계해석 코드 기술자립의 초석을 제공함으로써, 해외기술의존

도 탈피. 또한, 연구결과를 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에 기여함으로

써  국가기술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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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Task 1. 코드 검증방법론 개발 (INL)

  Task 2. High-Level PIRT 개발 (KAERI, ANL, INL)

  Task 3. Initial Scaling 해석 (ANL, KAERI, INL)

  Task 4. 열수력/안전해석코드 선정평가 (KAERI, INL)

2. 고온가스로의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수집 및 평가

  Task 5. 열수력/안전해석 DB 정보 수집 및 평가 (KAERI, INL, ANL)

3.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Key Scoping 해석

 Task 6. Key Scoping 해석 (KAERI)

Ⅳ. 연구개발결과 

1.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Task 1. 코드 검증방법론 개발 (INL)

▪ 신개념의 고온가스로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개발을 위한 R&D Process (PIRT의 역

할, 해석체계 검증 등)

Task 2. High-Level PIRT 개발 (KAERI, ANL, INL)

▪ PIRT Generation Procedure 개발 및 적용

▪ 초고온가스로의 현상학적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 HPCC (High Pressure Conduction Cooling)

- LPCC/Air-Ingress (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Air-Ingress)

- LC (Load Changes)

-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 WI (Water-Ingress)

- HU (Hydrogen-side Upset)

- Air-/Water-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 GIF VHTR PIRT Workshop ('06. 12, OECD, Paris)

Task 3. Initial Scaling 해석 (ANL, KAERI, INL)

▪ RCCS 열전달 및 압력강하에 대한 무차원 변수 도출

▪ 참조원전 HPCC Scoping 해석

▪ 참조원전 LPCC/Air-Ingress Scoping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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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원전 LC Scoping 해석

Task 4. 열수력/안전해석코드 선정평가 (KAERI, INL)

▪ MARS-GCR, GAMMA, ATHENA 코드 해석능력 평가

▪ 코드 열수력모델 개선사항 도출

나. 고온가스로의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수집 및 평가

Task 5. 열수력/안전해석 DB 정보 수집 및 평가 (KAERI, INL, ANL)

▪ 열수력/안전해석 실험정보 수집 및 평가

▪ 해외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 수집 및 평가

▪ 코드 V&V Matrix 개발

다.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Key Scoping 해석

Task 6. Key Scoping 해석 (KAERI)

▪ 실험자료 평가계산

- IAEA PBMM

- Air-Ingress 실험

- CFD Benchmarks 

▪ 원자로 운전자료 평가계산

- HTR-10 정상상태

- HTR-10 ATWS (Loss of Flow, Reactivity Insertion)

▪ Code-to-Code Benchmark

- Lower Plenum CFD Benchmark 

- 참조원전 ATWS 

- 참조원전 Water-Ingress

- 참조원전 Hydrogen-side Upset 사고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코드 검증방법론, 코드 해석능력 평가, 코드 검증 Matrix, 특히, PIRT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및 향후 범부처적으로 추진될 원자력수소 실증로사업의 고유 설계해

석체계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

▪ 현상학적 6개의 대표사고에 대한 Scoping 해석 방법론 및 결과는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성 입증 기술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

▪ PIRT 연구결과는 Gen-IV VHTR PIRT Work Package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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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creening of Gas-cooled Reactor Thermal-Hydraulic and Safety Analysis 

Tools and Experiment Database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R&D Objectives

▪ Develop basic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and V&V of TH/safety tools

▪ Collect and evaluated TH/safety database information

▪ Key scoping analysis using TH/safety tools

2. R&D Needs

1) Technical Aspect

▪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has been used in defining 

the scopes of R&D of a new reactor system. Especially, it provides the techn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of design codes 

and the thermal-hydraulic (TH) database and experiment needs.

▪ Existing TH/safety design codes for gas-cooled reactors may not be sufficient in 

meeting the current regulatory environment and in resolving the current safety 

issues, since they were developed based on the technology in 60-70s.

▪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basic technologies required to develop and 

validate TH/safety design codes based on the current technologies.

2)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The basic technologies to develop and validate TH/safety design codes will 

reduce the cost required to import relevant technologies.

3) Social and Cultural Aspect

▪ The basic technologies to develop and validate TH/safety design codes will 

provide a cornerstone in the self-reliance of design technologies of a national 

nuclear hydrogen project, thus, to reduce the technology- dependency from 

oversea countries. Also, it will improve Korea status in the worl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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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society by contributing to 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Ⅲ.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V&V of 

TH/safety tools

Task 1. Code Qualification Method (INL)

Task 2. High-Level PIRTs (KAERI, ANL, INL)

Task 3. Initial Scaling Analysis (ANL, KAERI, INL)

Task 4. Filter TH/safety Tools (KAERI, INL)

2.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TH/safety Database Information

Task 5. Screen TH/safety Database (KAERI, INL, ANL)

3. Key Scoping Analysis of TH/safety Tools

Task 6. Key Scoping Analysis (KAERI)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V&V of 

TH/safety tools

Task 1. Code Qualification Method (INL)

▪ Code Qualification Method (R&D Process and Role of PIRTs)

Task 2. High-Level PIRTs (KAERI, ANL, INL)

▪ PIRT Generation Procedure

▪ PIRTs for Representative Events

- HPCC (High Pressure Conduction Cooling)

- LPCC/Air-Ingress (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Air-Ingress)

- LC (Load Changes)

-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 WI (Water-Ingress)

- HU (Hydrogen-side Upset)

- Air-/Water-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 GIF VHTR PIRT Workshop (Dec. '06, OECD, Paris)

Task 3. Initial Scaling Analysis (ANL, KAERI, INL)

▪ Non-dimensional Parameters for RCCS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 HPCC Scoping Analysis for Reference Plants

▪ LPCC/Air-Ingress Scoping Analysis for Referenc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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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Scoping Analysis for Reference Plants

Task 4. Filter TH/safety Tools (KAERI, INL)

▪ Evaluation of Codes Capability: MARS-GCR, GAMMA, ATHENA

▪ Derivation of TH Model Improvement Needs

2.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TH/safety Database Information

Task 5. Screen TH/safety Database (KAERI, INL, ANL)

▪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on TH/safety Experiments

▪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on Plant Operation Data

▪ Development of Code V&V Matrix

3. Key Scoping Analysis of TH/safety Tools

Task 6. Key Scoping Analysis (KAERI)

▪ Code Assessment using Experiment Data

- IAEA PBMM (PBMR Micro-Module)

- Air-Ingress Experiments

- CFD Benchmarks 

▪ Code Assessment using Plant Data

- HTR-10 Steady State

- HTR-10 ATWS (Loss of Flow)

- HTR-10 ATWS (Reactivity Insertion)

▪ Code-to-Code Benchmarks 

- Lower Plenum CFD Benchmarks

- PMR (Prismatic Modular Reactor) ATWS

- PMR Water-Ingress

- PMR Hydrogen-side Upse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Code qualification method, evaluation of code capability, code V&V matrix, 

especially, the PIRTs will be used as basic technologies in the development and 

V&V of design codes of the national nuclear hydrogen projects

▪ Methods and results of the scoping analysis for the representative events will 

be used as basic technologies in the safety analysis of the national nuclear 

hydrogen projects

▪ Results of PIRTs generation will be contributed to Gen-IV VHTR PIRT Work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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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4세대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한 고효율의 전기 생산 및 원자력수소 

생산은 미래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 원자

력 선진국은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

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세대원자로국제협력기구(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등 다자 혹은 양자 간 기술협력을 통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주도형 기술인 원자력수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2030년대 본격적인 수소경제 진입을 위하여, 2004년부터 초고온가

스로와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

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은 초고온가스로 계통, 초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수소생산계통으

로 전달하는 중간루프 계통과 열화학 또는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 계통으로 구성된다. 초

고온가스로는 기존의 헬륨냉각 고온가스로의 노심출구 온도를 수소생산에 적합한 950℃ 

부근까지 상향한 원자로이다. 기존의 헬륨냉각 고온가스로는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및 중국에서 운전된 바 있다. 제4세대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의 연구개

발은 고온운전 조건에서 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개념의 설계, 재료 및 기기, 핵

연료 개발 등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GIF는 1960~70년대 기술에 근간

한 기존의 고온가스로 설계체계 및 방법론이 최근의 규제환경 및 안전현안의 해소에는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최신기술에 근간한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이 요구됨

을 강조하고 있다.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는 계통의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을 정의한다. PIRT는 신개념의 계통에 대한 연구개발 절차 및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설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실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새로운 실험의 필요성 도출을 위한 

핵심기술이다. 

본 연구는 미국 ANL, INL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I-NERI 과제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초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

반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열수력/안전해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수집 평가하 다. 이를 

위하여, 1) 코드검증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INL 주도), 2) 주요 핵심 사고에 대한 PIRT

를 개발하 다 (KAERI 주도, ANL, INL 공동). 현재 초고온가스로의 설계는 예비 개념설

계 단계로 상세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PIRT 생산을 위한 참조 원자로설계로 

600MWth 블록형 원자로인 GT-MHR과 400MWth 페블형 원자로인 PBMR을 선정하 으며, 

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는 대표적인 공기 및 물냉각 설계를 참조하 다. 

PIRT 생산을 위한 주요 핵심사고로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성과 운전성을 대표하는 HPCC 

(High Pressure Conduction Cooling), LPCC/Air-Ingress (Low Pressure Conduction 



- 2 -

Cooling), LC (Load Changes),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WI 

(Water-Ingress) 및 HU (Hydrogen-side Upset) 사고를 선정하여 PIRT를 생산하 다. 3) 

Initial Scaling 해석을 통하여 관련 사고시 노심 및 계통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의 도출에 

참고하 다 (ANL, KAERI, INL 공동). 도출된 PIRT 주요현상에 대하여, 4) 열수력/안전

해석 체계의 해석능력을 평가하 으며 (KAERI, INL 각자) , 코드의 해석능력 향상을 위

한 열수력 모델의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5) 전 세계에서 수행된 열수력/안전해석 데이

터베이스 정보의 수집 및 평가를 통하여 (KAERI, INL, ANL 공동), 코드 V&V Matrix를 

개발하 다. 또한, 6) 핵심현상에 대한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Scoping 해석을 통하여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적용성을 평가하 다 (KAERI 주도). 

본 보고서는 상기 6개의 세부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를 기술한다. 아래의 표는 본 연구

의 세부분야 수행일정과 예산 및 인력투입 현황을 보여준다.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

된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기술 및 핵심사고에 대한 Scoping 해석기술은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사업과 실증로의 설계, 건설 및 실증사업의 고유 설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GI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기술 위상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경쟁력 있는 고유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개발함으로써, 향후 수소경제 상용화 시점

에서 해외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국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구현

에 기여할 것이다. 

표 1.1.1.1 연구 개발 수행일정 및 투입 예산 및 인력 (한국 측)

3.5/0.5
464

비고/계
2nd1st4th3rd2nd1st4th3rd2nd1st4th3rd

1. Code Qualification Method

214130120Budget (MWon)

2007200620052004
Tasks

2-1. HPCC/LPCC/LC PIRTs* 

1.1/0.51.2/0.01.2/0.0Man-Power (Full/Part) (MY)

6. Key Scoping Analysis
5. Screen TH/Safety DB Info. 
4. Filter TH/Safety Tools
3. Initial Scaling Analysis
2-2. ATWS/WI/HU PIRTs*

3.5/0.5
464

비고/계
2nd1st4th3rd2nd1st4th3rd2nd1st4th3rd

1. Code Qualification Method

214130120Budget (MWon)

2007200620052004
Tasks

2-1. HPCC/LPCC/LC PIRTs* 

1.1/0.51.2/0.01.2/0.0Man-Power (Full/Part) (MY)

6. Key Scoping Analysis
5. Screen TH/Safety DB Info. 
4. Filter TH/Safety Tools
3. Initial Scaling Analysis
2-2. ATWS/WI/HU PIRTs*

*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HP/LPCC (High Pressure/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 LC (Load Changes)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o Scram), WI (Water-Ingress), HU (Hydrogen-side U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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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주요 선진국은 2030년대 수소경제 진입을 목표로 자국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설정하고,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를 가장 현실적인 수소생

산 방법으로 채택하여 대규모 연구개발에 착수하 다. 원자력수소는 대규모의 경제적이고 

중앙집중식 수소생산 방법으로, 950℃ 출구온도를 갖는 초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하여 

고온 열화학 또는 고온 전기분해 방법으로 직접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다. 

초고온가스로는 선행로인 고온가스로의 노심출구온도를 950℃ 까지 올린 원자로이다. 

고온가스로 기술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구현된 바 있으며, 운전온도 상승을 위한 설계개

선, 재료 및 기기연구 등 연구개발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행로인 고온가스로는 

블록형과 페블형으로 구분된다. 블록형 원자로는 미국에서 Peach Bottom-I (115MWth, 

1967~1974), Fort Saint Brain (842MWth, 1979~1988)이 건설, 운전된 바 있다. 일본은 

HTTR (30MWth, 1998~) 연구로를 운 하고 있으며,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의 병합을 통

한 원자력수소실증을 2010년도 계획하고 있다. 신개념의 블록형 고온가스로 설계개념으로 

GA-OKBM의 Weapon-grade Pu Burner인 GT-MHR (600MWth, 850℃), GA사의 수소생산

용 H2-MHR (600MWth, 950℃), 일본의 전력 및 수소생산용 GTHTR-300 (600MWth, 85

0℃) 및 GTHTR-H (600MWth, 950℃) 등이 개발되었다. 프랑스 AREVA사는 ANTARES 

(600MWth, 850℃) 설계를 개발하여 열공급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페블형 원자로는 

독일에서 AVR (46MWth, 1968~1988), THTR (300MWth, 1985~1988)이 건설되어 운전되었

으며, 중국은 HTR-10 (10MWth, 2000.12~) 연구로를 운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핵연료 

장전을 목표로 남아공은 400MWth 급 PBMR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HTR-PM 

(250MWth, 750℃)을 제15차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WH사는 PBMR 설계를 기

본으로 출구온도를 950℃까지 올린 수소생산용 PHP (Process Heat Plant) 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8월 미국 국회는 원자력수소생산을 포함한 에너지법안 (Energy Policy Act)을 

제정하 다. 이에는 2021년까지 상용 원자력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사업의 일정 및 예산을 명시하고 있다. 기술개발단계 (1

단계, 2005~2011) 예산은 12.5억불이며, 건설 및 운전단계 (2단계, 2012~2021, 2019년 원자

력수소생산계통 건설) 예산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배정하 다. 이에따라, 미국 DOE 

(Department of Energy)는 INL 주도하에 NGNP와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NL은 NGNP의 예비개념설계 사업에 (2006.12 ~ 2007.07) 

WH/PBMR, GA USIT 및 AREVA 등 3개사를 개별 공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

다. 본 사업의 주요 목표는 원자력수소 원형로의 예비개념설계를 개발하고 요구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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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NGNP 대상노형으로 블록과 페블형 모두를 고려하고 있으

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GA USIT의 일원으로 NGNP 예비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하 다. 

NGNP 개념설계 사업은 2008년 초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INL은 개념설계 착수시점

까지 공백 기간 동안 추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하원이 2008년도 DOE 예

산 배정안에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사업보다 NGNP 사업에 우선순

위를 두고, DOE 신청예산에 NGNP 예산으로 7000만불을 추가 배정하 음은 원자력수소

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일본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위해 1998년부터 30MWth 열출력의 블록형 초고온

가스 실험로인 HTTR을 운전 중이다. 과거 950℃의 초고온으로 1주일간 운전에 성공하

으며, 2008년 후반에는 950℃로 50일 이상 운전하여 장시간 운전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에는 현재 운전 중인 HTTR에 요오드-황 열화학 공정을 결합하여, 2015년까

지 상용기술 실증을 목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수소생산전용 초고온가스로인 

GTHTR-H 설계개념을 개발 중이다. 특히, 2007년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자력수소를 명시하

고 국가적 사업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2006년 1월 Gen-IV 원형로의 완공을 2020년 목표로 제시하 으며, 이

에 따라, 2012년에는 미래 원자로의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원자로 예산은 

2012년 까지 900M 유로이며,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도 주요대상 원자로로 고려중이다. 

미국 GA사는 석유업계가 지원하여 UTPB에 건설예정인 교육 및 실험용 연구로, HT3R 

고온가스로의 예비개념설계를 완료하고, 개념설계 단계에 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수

행 중인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NGNP, Deep-Burn (GNEP), Weapon-grade Pu Burner 

(GT-MHR), HT3R 사업을 통하여, 고온가스로 기술의 Synergy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의 PBMR사와 미국 WH사는 Consortium으로 전력생산용 고온가스로인 PBMR

의 건설 및 인허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PBMR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HTF, 

HTTF, PBMM 등 대용량의 실험설비를 건설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 중이다. 이와 병행

하여,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하여,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PHP (Process Heat Plant) 사업

을 착수하 다. 

EU는 RAPHAEL 사업을 통하여,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핵심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7차 EU FP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초고온

가스로의 안전성 입증 및 실험설비 구축 등의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실험

장비로 독일 FZJ의 NaCOK, 네덜란드 Petten 원자로, 이태리 및 독일의 고온 Helium 

Loop 등이 고려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10MWth 규모의 고온가스 실험로인 HTR-10을 운전 중에 있으며, 

현재 HTR-10을 발전시킨 250MWth 고온가스로인 HTR-PM 설계를 진행 중이다. 2010년까

지 산동반도에 전력공급용 고온가스로 HTR-PM을 건설하는 계획에 착수하 고, 2006년 

과기부의 14대 성장동력기술개발과제로 HTR-PM, 수소생산용 HTR-X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 5 -

각 국의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제4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하여 11개국이 참여하는 

GIF (Gen-IV International Forum)이 운  중이다. 이중 VHTR 계통에는 초고온가스로 설

계안전 및 종합, 코드개발 및 검증, 재료 및 부품, 핵연료 및 핵연료 주기, 그리고 수소생

산기술 PMB (Project Management Board)에 우리나라 등 9개국이 참여하여 핵심기술 개

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VHTR SRP (System Research Plan)이 작성되

어 2007년 중 협정이 체결될 계획이며, 각 PMB 별로 Work Package와 세부 공동연구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하여 외국의 고온가스로 기술과 실험결과 등을 

공유하고,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의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NHDD 뿐만 아니라 미국의 NGNP, 일본의 HTTR을 이용한 원자력수소개발

과 GTHTR-H, 프랑스 AREVA의 ANTARES, 남아공의 PBMR 및 PHP 등 각국의 독자적

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아래 GIF/VHTR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GIF/VHTR은 

더욱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고온가스로 설계기술은 60-70년대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신개념의 초고온

가스로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 및 안전현안의 해소에는 불충분하다. 이에 미국, 프랑스 

등은 초고온가스로 적용을 위하여, 최신의 해석적, 실험적 기술에 근간한 독자적인 설계

해석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GIF VHTR 코드개발 및 검증 PMB에서도 열유체/안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열유체/안전해석 분야의 PIRT, CFD, 

계통 과도거동, HTTR 등 Work Package를 개발 중이다. 특히, 초고온가스로의 PIRT는 

R&D의 범위를 정의하고,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바 없으므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

중이다. 한국은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PIRT Work Package의 주도국

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기술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2년부터 자체과제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기술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년 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예비개념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2006년 국가 원자력수소사업의 재기획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심기술의 개발을 전담하고, 원자력수소생산계통의 설계, 건설, 실증

은 산업계와 연구계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사업으로 수행토록 결정하 다. 이에 한국원자

력연구원은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에 요구되는 기술을 분류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핵심기술

을 선정하여, 2006년부터 “원자력수소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당 과제는 

원자력수소생산계통의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설계기술, 재료 및 기기 등 요소기술

의 개발과 고온 열화학 수소생산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향후 범부처적으로 추진될 

“원자력수소 설계, 건설 및 실증사업”의 추진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개발/검

증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심 설계 및 요소기술과 핵연료 제조기술

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요구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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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개발 중이다. 설계기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의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200MWth 급 초고온가스로계통 평가기술 및 안전성입증 평가

기술과 초고온가스로의 핵설계, 전산유체해석, 계통 성능/안전해석 및 공기유입사고해석

을 위한 설계해석의 기반코드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계설계, 흑연 내진설계 및 위험

도 정보활용 설계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산업계 및 연구계가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원자력수소 설계, 건설 및 실증사업”은 

2009년 초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초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한 초

고온실증로의 완공, 2024년 초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수소사업의 국

가 과제화 및 산업체의 참여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산업체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

차례 개최하 다. 국내 산업체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자체적인 연구에 착수하 다. 특

히, 한국전력연구원은 2006년 산업체의 원자력수소 Roadmap을 개발하 으며, 2007년부터

는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수원도 2007년도 원자력수소 정책과제를 수행할 계

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도부터 10년간 정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수

로, 중수로, 연구로 및 신형경수로인 AP-1400 및 SMART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인 

MARS 코드를 개발하 다. 또한, 신개념의 원자로인 APR-1400, SMART 원자로의 열수력

/안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이들의 PIRT의 개발 및 열수력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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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1. 코드 검증방법론 개발

신개념의 초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개발 및 검증을 위한 R&D Process를 

그림 3.1.1.1과 같이 정의하 다. 주어진 사고 및 과도거동 시나리오에 대하여, 발생하는 

주요현상을 PIRT를 통하여 도출한다. 도출된 주요현상에 대하여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검증을 위한 실험적, 해석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부재 시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한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현상에 대한 해석체계의 

해석능력을 평가하며, 추가적인 해석능력이 요구될 경우 새로운 해석모델이나 해석체계를 

개발한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이를 통하여 충분히 해석능력이 검증된 

해석체계를 계통의 사고 및 과도해석에 적용한다. 따라서 R&D Process에서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는 열수력/안전해석체계의 해석능력, 모델 

개발요건 및 검증요건을 정의하며, 또한, 해석체계의 검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실험 및 운

전 Database의 구축 및 신규실험의 필요성을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1.1.1 R&D Process -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개발 및 검증

R&D Process TH/Safety Tools 개발 및 검증절차

Completion of development

No

i.  PIRT: Key Phenomena 
Identified

iv. Validate Software to 
Demonstrate Capability 

to Calculate Key 
Phenomena

iii. Design & Perform 
Experiment—Provide 

Needed Data

vi. Calculation of Key 
Phenomena Identified in 

PIRT is Reasonable 

Yes

ii.  Are 
adequate data 
available for 
validating 
software?

v. Software Development 
or Selection of More 

Sophisticated Software

Successful 
validation

Unsuccessful 
validation

Completion of development

No

i.  PIRT: Key Phenomena 
Identified

iv. Validate Software to 
Demonstrate Capability 

to Calculate Key 
Phenomena

iii. Design & Perform 
Experiment—Provide 

Needed Data

vi. Calculation of Key 
Phenomena Identified in 

PIRT is Reasonable 

Yes

ii.  Are 
adequate data 
available for 
validating 
software?

v. Software Development 
or Selection of More 

Sophisticated Software

Successful 
validation

Unsuccessful 
validation

Completion of development

No

i.  PIRT: Key Phenomena 
Identified

iv. Validate Software to 
Demonstrate Capability 

to Calculate Key 
Phenomena

iii. Design & Perform 
Experiment—Provide 

Needed Data

vi. Calculation of Key 
Phenomena Identified in 

PIRT is Reasonable 

Yes

ii.  Are 
adequate data 
available for 
validating 
software?

v. Software Development 
or Selection of More 

Sophisticated Software

Successful 
validation

Unsuccessful 
validation

No

i.  PIRT: Key Phenomena 
Identified

iv. Validate Software to 
Demonstrate Capability 

to Calculate Key 
Phenomena

iii. Design & Perform 
Experiment—Provide 

Needed Data

vi. Calculation of Key 
Phenomena Identified in 

PIRT is Reasonable 

Yes

ii.  Are 
adequate data 
available for 
validating 
software?

v. Software Development 
or Selection of More 

Sophisticated Software

Successful 
validation

Unsuccessful 
validation



- 8 -

상기 R&D Process에 따라, 구체적인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검증 방법론을 아래 그

림 3.1.1.2와 같이 제시하 다. 검증방법론은 해석체계의 개별모델 검증을 위한 Bottom-up 

Approach와 해석체계의 종합적인 성능과 해석능력 검증을 위한 Top-down Approach로 

구분된다. 해석체계의 Scaling 능력, PIRT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현상에 대한 해석능력, 주

요현상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따른 성능목표를 설정하여, 해석체계의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해석체계의 해석능력은 주요현상과 관련한 실험에 대한 코드 평가계산을 통하

여 정량화 하여, 코드의 최종 계산 불확실도로 반 한다. 해석체계의 해석능력이 성능목

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코드를 개선하여 해석능력을 향상시킨다. 해석체계의 검증방법

론에서 해석체계의 완결성 및 유지, 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코드 이론, 수치해법, 코드 모

델 및 상관식, 개별 및 종합효과 실험에 대한 코드 평가계산 결과 등은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거처 충분히 개선 및 검증된 해석체계를 실 설

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3.1.1.2 열수력/안전해석 검증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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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gh-Level PIRT 개발

신개념의 초고온가스로의 설계 및 인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석체계의 신뢰도

와 정확도가 계통의 안전성 및 운전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이며, 이는 해석체계의 

검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열유체/안전해석 체

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의 도출을 위하여, 초고온가스로

의 6개 주요 핵심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PIRT를 개발하 다. 현재 초고온가스로의 설계는 

예비 개념설계 단계로 상세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PIRT는 참조 설계에 대하여 높

은 수준 (High-Level)으로 개발되었다. PIRT 개발을 위한 참조 원자로설계로 600MWth 블

록형 원자로인 GT-MHR과 400MWth 페블형 원자로인 PBMR을 선정하 으며, 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는 대표적인 공기 및 물냉각 설계를 참조하 다. 비록 

설계상의 차이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현상은 두 노형이 공유 가능하므로 통합 PIRT 형태

로 개발하 다. PIRT의 주요 핵심사고로 초고온가스로의 운전성과 안전성을 대표하는 

HPCC (High Pressure Conduction Cooling), LPCC/Air-Ingress (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 LC (Load Changes),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WI (Water-Ingress) 및 HU (Hydrogen-side Upset) 사고를 선정하 다.

PIRT 생산을 위하여, 각 사고를 사고전개에 따른 시간구간으로 구분하 으며, 정의된 

부품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을 정의하 다. 각 시간구간별, 부품별 도출된 주요현상을 주

요 안전변수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 다. 우선순위 부여는 공동연구 기

관인 KAERI, ANL, INL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3개 기관이 참여하는 PIRT Forum을 

통하여 최종순위를 부여하 다.

가. 참조 원자로계통 설계

현재, 초고온가스로의 상세설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크게 블록

형 노심과 페블형 노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고온가스로의 PIRT 생산을 위하여, 두 노

형을 대표하는 600MWth 블록형 GT-MHR과 400MWth 페블형 PBMR 설계에 노심 출구온

도를 수소생산에 적합한 950℃로 상향한 원자로를 참조설계로 선정하 다. 

GT-MHR 설계는 그림 3.1.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접 가스터빈 블록형 원자로이다. 

원자로는 계통압력 70 bar, 노심 입출구 온도 490℃, 850℃로 설계되었다. PBMR은 그림 

3.1.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접 가스터빈 페블형 원자로이다. 계통 운전압력은 90 bar, 

노심 입출구 온도는 500℃, 900℃ 이다. PIRT 개발에 참조한 초고온가스로는 두 노형의 

설계를 기준으로 운전압력 70 bar, 노심 입출구 온도 490℃, 950℃를 적용하고, 전력생산

과 수소생산을 겸용한 설계이다(이제부터 PMR (Primatic Modular Reactor)과 PBR 

(Pebble Bed Reactor)로 칭함). 초고온가스로는 원자로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며, 헬륨의 

도 등 냉각재 특성으로 사고 조건에서 순환기 정지 후에는 원자로와 원자로냉각재계통

이 현상학적으로 분리 가능하므로, PIRT는 원자로 압력용기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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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GT-MHR 참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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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PBMR 참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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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두 노형의 근본적인 차이는 블록 및 페블형의 노심형태에 있다. 

PMR 블록형 노심에는 약 80cm 높이의 핵연료가 장전된 육각형 흑연블록이 노심의 고정

위치에 장전되며, 냉각재는 흑연 핵연료 블록에 핵연료 장전위치와 분리하여 형성된 수직 

축방향의 실린더형 유로를 통하여 흐른다. 노심은 내부 흑연반사체와 환형노심, 외부 흑

연반사체와 상하부 흑연반사체로 구성되며, 노심 핵연료 블록은 10 층의 적층 구조를 갖

는다. PBR 페블형 노심은 약 6cm 직경의 흑연과 핵연료의 혼합체구 450,000개가 노심에 

장전되며, 핵연료구는 운전 중 연속적으로 노심상부로 장입되고 하부로 인출된다. 따라서, 

노심 내에서 핵연료구의 흐름이 있으며, 핵연료의 열은 페블 간극을 통하여 흐르는 냉각

재와 페블 간의 접촉열전달에 의하여 제거된다. PMR 노심도 내부 흑연반사체, 환형 페블

노심, 외부 흑연반사체와 상하부 흑연반사체로로 구성된다. 

두 노형은 압력용기 냉각재 유로에도 차이점이 있다. PMR은 내고온 압력용기 재료를 

사용하므로 냉각재와 압력용기의 직접접촉을 허용한다. 따라서 저온의 헬륨냉각재는 원자

로 압력용기 벽면과 직접 접촉하며, 입구 플레넘에서 재분배된 후 압력용기 벽면과 노심 

Barrel 사이에 위치한 상승 덕트를 통하여 압력용기 상부 플레넘에 모인 후 노심으로 하

향 유로가 형성된다. 노심에서 가열된 헬륨냉각재는 노심 하부 플레넘에서 재분배된 후 

고온덕트를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흐른다. 반면에, PBR은 전반적인 냉각재 유로

의 형성은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나 낮은 온도 제한치를 갖는 재래 압력용기 재료를 사용

하므로, 압력용기와 냉각재의 직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재 유로가 흑연 구조물 내

부로 형성된다. 또한, 압력용기 Barrel과 압력용기 벽면사이에 독립적인 압력용기 냉각유

로를 갖는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전력생산계통으로 두 노형 모두 직접 가스터빈계통을 사용한다. 

차이점은 PMR은 전력생산계통을 하나의 압력용기에 배치한 통합형 계통을 사용하는 반

면에, PBR은 분리형 전력생산계통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PMR은 이중 냉각재 고온 및 

저온 덕트 설계를 적용하여 내부관으로 고온냉각재가, 환형 외부관으로는 저온냉각재가 

흐르도록 한다. 이에 비해 PBR은 고온과 저온 덕트가 분리된 분리형 고온 및 저온 덕트 

설계를 적용한다.

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설계는 두 노형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설계를 

적용한다. PMR의 경우 공기냉각 RCCS를 적용하는 반면에, PBR은 물냉각 RCCS를 적용

한다. 본 연구에서는, PBMR의 RCCS 설계자료 부재로, 그림 3.1.2.3에 제시된 공기냉각 

RCCS를 참조설계로 적용하 다. 물냉각 RCCS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GT-MHR이 제안한 설계에 대하여 별도의 PIRT를 생산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공기냉각 

RCCS는 완전피동 안전계통으로, 사고 시 원자로 압력용기로부터 RCCS 공기 덕트에 전

달된 열을 외부대기로 방출함으로써 노심의 잔열을 제거한다. 노심의 잔열은 접촉, 대류 

및 복사열전달에 의하여 원자로 압력용기로 전달되고,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RCCS 공기 

덕트로의 열전달은 복사 및 원자로공동 내에서의 자연대류 열전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열된 공기 덕트의 공기는 원자로건물에 설치된 굴뚝을 통하여 외기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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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GT-MHR 공기냉각 RCCS

나. PIRT 생산절차

기존 신형경수로에 대한 PIRT 개발 경험을 반 하여, 초고온가스로에 적용 가능한 체

계적인 PIRT 생산절차를 개발하 다. PIRT 생산절차는 표 3.1.2.1과 같이 모두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계통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은 각 사고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사고 전

개에 따라 부품 별로 서로 다르다. 이를 반 하여, PIRT 생산절차를, 제 1단계 핵심사고 

및 주요 안전변수의 선정, 제 2단계 주요 계통 및 부품의 정의, 제 3단계 주요 프로세스 

및 현상의 도출, 제 4단계 주요현상 Ranking 그리고 제 5단계 지식수준 Ranking으로 설

정하 다. 여기서, 제 3단계는 제 3.1단계 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분의 정의와 제 3.2단

계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의 세부단계로 구분된다. 제 5단계 지식수준 Ranking은 현재는 

신개념의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실험 및 운전자료 등 지식수준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않고 향후 초고온가스로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후 수행할 예정이다.

각 단계의 종결은 공동 연구기관인 KAERI, ANL과 INL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음은 각 단계별 세부절차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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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PIRT 생산절차

Evaluation of Knowledge Level RanksStep 5
Ranking by PIRT PanelStep 4
Identification of Major Phenomena by Components3.2
Identification of Accident Scenario and Phases3.1
Identification of Major Processes and PhenomenaStep 3 
Identification of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Step 2 
Selection of Nucleus Set of Events and Primary Safety CriteriaStep 1  

STEPS

Evaluation of Knowledge Level RanksStep 5
Ranking by PIRT PanelStep 4
Identification of Major Phenomena by Components3.2
Identification of Accident Scenario and Phases3.1
Identification of Major Processes and PhenomenaStep 3 
Identification of Systems and Associated ComponentsStep 2 
Selection of Nucleus Set of Events and Primary Safety CriteriaStep 1  

STEPS

(1) 제 1단계: 핵심사고 및 주요 안전변수의 선정

PIRT 생산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 핵심사고를 선정하고, 각 사고에 대하여 주요현상의 

Ranking 기준으로 사용할 주요 안전변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초고온가스로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가장 현상학적으로 제한적이고 대표

성이 있는 사고를 핵심사고로 정의한다.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으로 1) 고압조건에서 열전

도냉각사고인 원자로냉각재 유량상실사고 (HPCC: High Pressure Conduction Cooling), 

2) 저압조건에서 열전도냉각사고인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상실 및 공기유입사고 (LPCC: 

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Air-Ingress), 3) 과도운전 조건을 대표하는 부하변동 

과도상태 (LC: Load Changes), 4) 반응도 제한사고인 사고조건 II 기인사고에서 원자로정

지불능사고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5) 원자로냉각재계통 물유입

사고 (WI: Water-Ingress)와 6) 수소생산계통의 사고에 의하여 원자로계통의 열제거원 상

실을 유발하는 수소생산계통 과도사고 (HU: Hydrogen-side Upset)를 선정하 다. 사고의 

유형 선정에는 고온가스로인 Fort Saint Vrain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고해석 시나리

오를 참조하 다.

PIRT는 주요현상의 주요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를 Ranking 함으로써 결정되므로, 각 

사고별 주요 안전변수를 선정하 다. 표 3.1.2.2는 KAERI, ANL, INL간에 합의를 통하여 

선정된 핵심사고와 사고별 주요 안전변수를 보여준다.

표 3.1.2.2 핵심사고 및 주요 안전변수의 선정

TFuel & Pressure 
Boundary

Loss of Heat Sink initiated by Hydrogen-side Upset 
(Indirect Loop)HU

TFuel & Pressure 
Boundary

Water Ingress by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BreakWI

TFuel & TRPVControl Rod Withdrawal without Reactor ScramATWS
Local hot spotLoad Changes using Helium Flow/Inventory ControlLC
TFuel & TRPVLoss of Primary Coolant followed by Air-IngressLPCC
TFuel & TRPVLoss of Primary Flow and Failure of Shutdown Cooling HPCC

Safety CriteriaEvent ID

TFuel & Pressur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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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Loop)HU

TFuel &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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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Ingress by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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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uel & TRPVControl Rod Withdrawal without Reactor ScramATWS
Local hot spotLoad Changes using Helium Flow/Inventory Contro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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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uel & TRPVLoss of Primary Flow and Failure of Shutdown Cooling HPCC

Safety CriteriaEven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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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단계: 주요 계통 및 부품의 정의

각 사고별 시나리오에 따라 각 계통 및 부품별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이 상이하

므로, 우선 PIRT 주요현상 도출을 위한 각 계통 및 부품을 정의하여야 한다. 표 3.1.2.3은 

KAERI, ANL, INL 간 합의에 의하여 정의된 각 핵심사고 별 주요 계통 및 부품을 보여

준다. 원자로계통을 원자로 압력용기계통, 원자로 냉각재계통, RCCS 계통, 정지냉각계통 

(SCS: Shutdown Cooling System)과 전력전환계통 (PCU: Power Conversion Unit)으로 

구분하 으며, 각 계통별 부품을 정의하 다. HPCC와 LPCC 사고의 경우, PCU는 사고의 

발생과 동시에 정지되며 이에 따른 순환기의 정지는 PCU 계통의 역할 상실을 초래하므

로, 당 사고시 PCU 계통은 고려되지 않았다. 

표 3.1.2.3 계통 및 부품의 정의

(3) 제 3단계: 주요 프로세스 및 현상의 도출

제 3단계는 2개의 세부단계인 제 3.1단계 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분의 정의와 제 3.2

단계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의 세부단계로 구분된다. 사고 시 발생하는 주요현상은 초기사

상뿐만 아니라 사고 진행 중 계통의 작동, 운전원 조치 및 안전계통 성능 등에 따른 사고

전개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므로, 사고 시나리오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

다. 제 3.1단계에서는 핵심사고 별로 현상학적으로 가장 제한적이고 대표적인 제한 사고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사고전개에 따른 시간구간을 정의한다. 

제 3.2단계에서는 제 3.1단계에서 정의된 사고 시나리오와 사고전개 시간구간에 대하

여, 제 2단계에서 정의된 주요 계통 및 부품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을 규명한다. 우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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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한 주요현상을 모두 도출하고, KAERI, ANL, INL과의 합의에 의하여 각 사고전개 

시간구간별. 부품별 주요현상을 규명한다. 주요현상 도출에는 Task 3의 Initial Scaling 분

석을 통하여 수행된 참조원전에 대한 Initial Scoping 해석결과와 기존의 입수 가능한 관

련 해석 및 실험결과를 참조한다. 

(4) 제 4단계: 주요현상 Ranking

PIRT 생산의 마직막 단계로, 핵심사고 시나리오의 각 단계별, 계통부품별로 도출된 주

요현상의 주요 안전변수에 대한 중요도 Ranking을 수행한다. Ranking 방법으로,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dure (AHP) 방법과 Expert Opinion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AHP 방법론은 체계적인 3 단계 상대적 Ranking 방법론으로 1단계 Component 

Ranking, 2단계 Phenomena by Components Ranking 그리고 3단계 최종 Ranking은 각 

Component Importance에 Phenomena Importance를 곱하여 생산하는 방법이다. 초고온

가스로의 열수력 전문가로 구성된 PIRT Ranking Panel의 각 전문가는 각 단계 Ranking

에서 Ranking 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개별 중요도를 부여한 후, 전체 Forum을 통하여 협

의 및 합의에 의하여 각 Ranking 변수에 대한 최종 중요도를 결정한다. 각 단계별로 결

정된 중요도 Ranking에 따라 주요현상의 최종 Ranking이 생산된다. 표 3.1.2.4는 AHP 방

법론의 수학적 논리를 보여준다. Expert Opinion에 의한 Ranking 방법론은 PIRT Panel 

전문가 간의 직접적인 협의 및 합의 도출을 통하여, 각 주요현상의 절대적인 Ranking을 

취하는 방법이다.

표 3.1.2.4 AHP Ranking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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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요현상의 Ranking은 KAERI, ANL, INL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PIRT를 

생산한 후, 3개 기관의 참여하는 PIRT Forum을 통하여 최종 Ranking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 다. HPCC, LPCC, LC 사고에 대하여 KAERI는 소외 산.학.연 5인, 소내 7인 전

문가로 PIRT Ranking Panel을 구성하여 AHP 방법론을 적용하 으며, ANL과 INL은 

Expert Opinion 방법론을 적용하 다. ATWS, WI, HU 사고는 미국 측의 과제 참여 축소

로, KAERI 단독으로 Expert Opinion 방법을 적용하여 Ranking하 다. 또한, 물냉각 

RCCS의 PIRT도 러시아의 GT-MHR RCCS 설계를 참조로, KAERI 단독으로 HPCC 및 

LPCC 사고에 대하여 Expert Opinion 방법을 적용하여 생산하 다. 

(5) 제 5단계: 지식수준 Ranking

제 5단계는 제 3, 4단계에서 도출된 주요현상에 대한 실험적, 해석적 지식수준에 대한 

Ranking을 수행한다. 지식수준 Ranking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충분성 및 신규 실험의 

필요성을 정의하며, 해석체계 모델의 개선 및 성능요건과 불확실성 정량화의 척도를 제공

하는 등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에는 관련 실험 및 

원자로 운전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및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향

후 연구로 정의하고 수행하지 않았다. 

다. 초고온가스로의 현상학적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핵심사고로 선정된 HPCC, LPCC, LC, ATWS, WI, HU 사고에 대하여 현상학적 측면

에서 가장 제한적인 사고 시나리오를 정의하 다. 사고의 전개에 따라 각 계통부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상이하므로,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사고전개에 따른 시간구간의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계통부품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 다.

(1) HPCC (High Pressurized Conduction Cooldown): Loss of Primary Flow

(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초고온가스로(VHTR)의 고압열전도냉각사고(HPCC)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정상

운전중 소외 전원 상실 등에 의해 원자로 및 터빈이 정지하면 제어봉 삽입에 따라 노심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며 동시에 순환기 또는 turbomachine 정지에 따라 강제순환이 상실

된다. 이때 정지냉각계통(SCS)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강제순환 냉각이 상실

되면 노심 냉각재 유로에서의 붕괴열과 열제거 간의 불균형에 의해 노심이 가열되어 핵

연료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핵연료 역의 온도 상승은 열전도 현상에 의해 흑연

으로 구성된 내외부 반사체 역으로 열을 전달하여 반사체 역을 가열한다. 반사체 

역으로 전달된 열은 gas conduction 및 열복사의 경로를 통해 원자로 용기를 서서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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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원자로공동냉각계통(RCCS)의 냉각파이프와 원자로압력용기 표면 

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복사 열전달과 원자로 공동내부의 자연대류에 의해 제거된다. 

RCCS에서의 열제거가 붕괴열보다 커지면 결국 원자로압력용기와 핵연료 온도는 감소하

게 되는데 과도상태 전반에 걸쳐 핵연료 온도 및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가 안전제한치를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HPCC 사고시의 평형압력은 전체적인 계통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PMR 원형로인 

GT-MHR에서는 HPCC 사고에서의 평형압력을 50.3 bar로 가정하 다[GA, 1996.07]. 이러

한 수치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체 계통 구성에서의 압력 분포 및 

각 부품별 냉각재 체적을 고려하여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PBR의 원형로인 PBMR-400에

서는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GT-MHR과 동일한 direct Brayton cycle을 채택

하 으므로 PBMR-400의 계통압력(90 bar)를 고려하여 평형압력을 가정할 수 있다. 하지

만 중간열교환기(IHX)가 있는 indirect cycle의 경우에는 전체 원자로냉각재 계통에서 압

력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의 평형압력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한 냉

각재 재고량 조건 하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압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HPCC에서는 정상상태 계통압력에 준하는 압력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냉각재 

coastdown 이후 전 기간에 걸쳐 냉각재 자연순환에 의한 열제거가 고려되어야 한다. 

HPCC 시나리오에서는 강제순환 상실 및 유량 감소 시기인 ‘Coastdown’ 단계와 이후 노

심 온도 상승 및 RCCS에서의 열제거 단계인 ‘Heatup & Passive Cooling’의 2단계로 구

분하 으며 표 3.1.2.?에 HPCC의 주요 사건을 단계별로 요약하 다.

표 3.1.2.5 HPCC 제한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간

2

• Loss of offsite power 
• Failure of shutdown cooling system (SCDS) to start

Initiating Event

• Core heatup slows down by the natural circulation 
cooling inside the core and the increase of heat removal 
by conduction and radiation cooling to RCCS 

• Core starts to cool down when RCCS heat removal 
exceeds core afterheat

• Core reaches to a safe shutdown state

Heatup & 
Passive 
Cooling

• Reactor trip by low flow
• Costdown of primary flow results in “rapid” increase of 

fuel temperature, while reactor pressure vessel (RPV) 
temperature decreases with the loss of forced flow in 
PMR 

Coastdown1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2

• Loss of offsite power 
• Failure of shutdown cooling system (SCDS) to start

Initiating Event

• Core heatup slows down by the natural circulation 
cooling inside the core and the increase of heat removal 
by conduction and radiation cooling to RCCS 

• Core starts to cool down when RCCS heat removal 
exceeds core afterheat

• Core reaches to a safe shutdown state

Heatup & 
Passive 
Cooling

• Reactor trip by low flow
• Costdown of primary flow results in “rapid” increase of 

fuel temperature, while reactor pressure vessel (RPV) 
temperature decreases with the loss of forced flow in 
PMR 

Coastdown1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나) 단계별 / 계통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

HPCC 사고의 제한 시나리오에서의 주요 현상 규명을 위해 KAERI 및 ANL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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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조원전에 대한 Initial Scaling 해석 결과를 참조하 다. 그림 3.1.3.? ~ ?은 PMR / 

PBR의 대류열전달 모델과 PBR의 다차원 열유체 모델의 차이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압

력용기 최고온도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PMR의 경우, 대류열전달 모델을 Dittus- 

Boelter 모델과 벽면 가열효과를 고려한 Olson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2개 결과의 

차이는 극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PCC 사고에서 대류열전달 모델에 따른 핵

연료 최고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며 이는 표 3.1.3.?에 나타낸 ANL

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ANL에서 수행한 열구조물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HPCC 민감

도 분석 결과표로부터 핵연료 최고온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노심 내부 열

구조물의 열전도도 및 열용량이며 RCCS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핵연료 온도보다는 원자로

압력용기 온도에는 지배적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BR의 Scoping 해석에

서는 대류 열전달 모델 효과와 함께 일차원 및 다차원 열유체 모델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 다. 대류열전달 모델 변화에 따른 최고온도 변화는 PMR과 마찬가지로 민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차원 모델과 1차원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페블 

노심에서의 압력강하 및 열전달 상관식은 모두 페블 직경과 기공율(porosity)의 함수로 나

타나기 때문에 기공율에 대한 입력변수가 없는 1차원 모델에서는 페블 노심을 적절히 모

델할 수 없으며 다차원 열유체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HPCC에서의 주요 현상에 대한 우선순위는 Initial Scoping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KAERI, ANL, INL 3개 기관의 합의를 통하여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주요 현상이 표 

3.1.2.?의 Ranking Table 결과에 H, M으로 표기되어 있다. 결과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계통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큰 노심 및 반사체 역에서는 사고 전 기간에 

걸쳐 유량 분포, 대류 열전달, 압력강하, 노심 붕괴열, 열구조물의 물성치(열전도도 및 열

용량), 다차원 열전도 모델 등이 중요한 인자로 선정되었다. 주요 냉각재 유로인 Riser, 

Top plenum, Outlet plenum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열전달과 압력강하가 중요 인자로 선

정되었다. 특히 Top plenum에서는 coastdown 종료후 노심에서 가열된 뜨거운 냉각재가 

상부구조물 쪽으로 역류하는 hot plumes 현상이, Outlet plenum에서는 노심 냉각재 채널 

간의 자연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 차이에 의한 열성층(thermal stratification)도 중요 

현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Inlet plenum에서는 냉각

재 coastdown 기간에서만 열전달과 압력강하가 중요 인자로 선정되었다. 안전 관련 열제

거원인 RCCS 계통은  Heatup & Passive Cooling 단계에서 계통 중요도를 갖는데 이중 

reactor cavity와 냉각 패널인 air duct에서는 대류열전달과 복사열전달이 우선순위를 갖

는 현상으로 규명되었으며 최종 열침원(heat sink)인 piping & chimney에서는 압력강하

와 부력(buoyancy force)이 중요한 현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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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 HPCC에 대한 단계별, 부품별 현상 우선 순위표

Hbuoyancy flow in chimney
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fluid properties (humidity)

Mconduction to ground
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Mhot plumes
HH/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Mfuel/reflector specific heat
HMfuel/reflector conductivity

reactivity feedback
HHdecay heat (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Hpower distribution

HInitial stored energy
HHMMMMH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HMM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HHMMM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MM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MHMHHHHflow distribution

212121212121212121Phenomena / Phase

Piping & 
ChimneyAir DuctReactor 

Cavity
Hot/Cold 

Duct
Outlet 

Plenum
Top 

PlenumRiserInlet 
Plenum

Core & 
ReflectorComponent

RCCSRCLReactor VesselSystem

Hbuoyancy flow in chimney
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fluid properties (humidity)

Mconduction to ground
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Mhot plumes
HH/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Mfuel/reflector specific heat
HMfuel/reflector conductivity

reactivity feedback
HHdecay heat (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Hpower distribution

HInitial stored energy
HHMMMMH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HMM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HHMMM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MM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MHMHHHHflow distribution

212121212121212121Phenomena / Phase

Piping & 
ChimneyAir DuctReactor 

Cavity
Hot/Cold 

Duct
Outlet 

Plenum
Top 

PlenumRiserInlet 
Plenum

Core & 
ReflectorComponent

RCCSRCLReactor VesselSystem

(2) LPCC (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Air-Ingress: Loss of Coolant

(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LPCC/Air-Ingress 사고의 초기사상은 저온 및 고온덕트의 양단파열이다. 사고시 저압

조건에서 핵연료온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는 경우로서 핵연료 손상관점에서 제한사고이므

로 PIRT 개발을 위한 핵심사고로 선정되었다. LPCC/공기유입사고는 원자로압력용기에 

연결된 배관에서의 파단에 기인한 가상사고이다. 이러한 가상사고시 원자로계통이 동력변

환계통과 완전히 격리되므로 원자로용기는 원자로공동에 개방된다. 따라서 개방된 유로를 

통해 고온 측에서 노심을 거쳐 저온 측으로 자연대류가 형성되면, 원자로공동에 있는 대

량의 공기가 노심으로 유입되어 유입된 공기중 산소가 흑연 구조물과 산화반응을 일으키

게 된다. 이러한 공기유입사고는 사고 진행에 따라 감압 단계(blowdown)와 분자확산 단

계(molecular diffusion) 그리고 자연대류 단계(natural convection)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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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7 LPCC/Air-Ingress 제한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간

• Onset of bulk natural circulation results in large amount of 
air ingresses into RPV

• Intense graphite oxidation results in the 2nd peak of fuel 
temp. Graphite oxidation stops with the depletion of air.

• Core starts to cool down when RCCS heat removal 
exceeds core afterheat, then, reaches a safe shutdown

Natural 
Convection3

2

• Double-ended break of both cold & hot ductsInitiating Event

• Air in the cavity enters into RPV by molecular diffusion 
(slow graphite chemical reaction)

• First peak of fuel temp occurs, then, it decreases when 
the conduction/radiation to RCCS exceeds core afterheat

Molecular 
Diffusion

• System depressurizes and reactor trips immediately
• Helium and dust discharge to reactor cavity stops when 

the pressures of primary system and cavity equalizes. 
• Heat-up of core occurs by the loss of forced convection

Blowdown1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 Onset of bulk natural circulation results in large amount of 
air ingresses into RPV

• Intense graphite oxidation results in the 2nd peak of fuel 
temp. Graphite oxidation stops with the depletion of air.

• Core starts to cool down when RCCS heat removal 
exceeds core afterheat, then, reaches a safe shutdown

Natural 
Convection3

2

• Double-ended break of both cold & hot ductsInitiating Event

• Air in the cavity enters into RPV by molecular diffusion 
(slow graphite chemical reaction)

• First peak of fuel temp occurs, then, it decreases when 
the conduction/radiation to RCCS exceeds core afterheat

Molecular 
Diffusion

• System depressurizes and reactor trips immediately
• Helium and dust discharge to reactor cavity stops when 

the pressures of primary system and cavity equalizes. 
• Heat-up of core occurs by the loss of forced convection

Blowdown1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표 3.1.2.?은 LPCC/Air-Ingress 사건 경과를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서의 주

요 현상을 기술한다. 배관 파단 직후 원자로계통이 급속히 감압되어 원자로공동과 압력평

형을 이루게 된다. 이후 원자로공동내의 공기가 분자확산에 의해 원자로용기내로 유입되

는데,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이 매우 적으므로 흑연산화 반응도 미약하다. 비록 반응이 미

약하지만 흑연산화반응에 의해 산소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거운 화학종으

로 전환되어 유체의 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장시간이 지난 후 유체의 도차에 의한 

부력이 커지면 원자로용기 전체에 걸쳐 자연대류가 발생하고 대량의 공기가 유입된다. 흑

연산화 반응은 극렬해져 발열량의 증가로 흑연 구조물 및 핵연료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급격히 소모됨에 따라 종국에는 산소 고갈로 흑연산화 반응이 멈추

고 노심 잔열은 원자로공동냉각계통으로의 열전도와 복사 열전달에 의해 제거된다. 

(나) 단계별 / 계통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

LPCC/Air-Ingress에서의 주요 현상은 Initial Scoping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KAERI, ANL, INL 3개 기관의 합의를 통하여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현상은 표 3.1.2.?의 

Ranking Table 결과에 H, M으로 표기되어 있다. 계통 부품별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된 주요 현상은 다음과 같다.

노심 및 반사체

결과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계통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크며, 사고 전 

기간에 걸쳐 유량 분포, 대류 열전달, 압력강하, 노심 붕괴열, 열구조물의 물성치(열전도도 

및 열용량), 복사 열전달, 다차원 열전도 모델 등이 주요 인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흑연구

조물이 존재하는 부품에서의 흑연산화와 분자확산계수 및 질량전달계수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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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체 물성치 등도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입구 플레넘

감압단계에서만 유량 분포가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입구 상향유로

사고후 노심 붕괴열이 원자로공동냉각계통에 의해 피동적으로 제거되기 위해서는 노심 

반경방향으로의 열전도 과정을 거쳐 노심용기에서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으로 열전달이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감압후 노심 열제거를 결정짓는 복사 열전달이 주요 인자로 선정

된다. 

상부 플레넘

감압 종료후 노심에서 가열된 뜨거운 냉각재가 상부구조물 쪽으로 역류하는 hot 

plumes 현상이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출구 플레넘

자연대류 단계에서 유입되는 공기와 마주치는 첫 번째 부품으로 흑연구조물로 구성되

어 흑연산화 및 분자확산계수 및 질량전달계수에 향을 미치는 혼합기체 물성치 등이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또한 노심 냉각재 채널 간의 자연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 차이

에 의한 thermal stratification도 주요 현상으로 선정된다. 

입․출구 배관

감압 단계에서의 임계유동이 주요 현상으로 규명된다. 

원자로공동

이 부품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 외벽에서 RCCS 냉각 패널로의 복사 열전달이 일차적

으로 주요 인자이며, 원자로압력용기 외벽의 온도 조건에 따라 약 10%~20%에 해당하는 

자연대류 열전달도 이차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원자로공동내 압력 강하 및 대류 열전달

도 주요 인자로 규명된다. 파단 부위를 통해 방출된 헬륨 기체가 원자로공동내 공기와 섞

이고, 이때 원자로공동의 압력 증가로 그 일부는 다시 방출밸브를 통해 빠져 나간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원자로공동내의 산소 농도가 궁극적으로 흑연과 접촉하여 산

화 반응을 일으키므로, 원자로공동내 화학종 온도 분포가 주요 인자로 규명된다. 

RCCS 냉각패널 (Air Duct)

패널 내부에서는 자연대류 열전달이, 외부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로부터의 복사열전달

이 중요 인자로 규명된다. 

RCCS 계통 배관 및 Chimney

최종 열침원(heat sink)인 부품으로 자연대류유량을 결정짓는 압력강하와 부력

(buoyancy force)이 중요 인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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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 (Load Changes): Primary Flow Control

(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VHTR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헬륨은 중성자에 대해 투명(transparent)하므로 헬륨 자체

의 감속 기능은 없다. 하지만 정상운전 중에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터빈 우회유량 조절 밸브 또는 inventory 조절에 의해 헬륨 냉각재 유량이 변화될 경우에

는, 핵연료 온도 변화와 함께 감속재로 사용되는 노심 내부의 흑연구조물의 온도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temperature feedback 효과에 의해 노심 반응도에 향을 

주므로 궁극적으로 노심 출력에 향을 미친다. 또한 헬륨 냉각재 유량의 급격한 변화는 

PCU의 복열기(recuperator)의 효율에 변화를 주며 압축기(compressor)에서는 압력파를 수

반하는 surge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급격한 압력용기의 온도 변화는 열적 피

로도를 증가시켜 압력용기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전

출력 운전중 냉각재 유량 변화에 의한 LC 사고를 선정하 으며 본 사고에서 예상되는 주

요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전 출력 운전중 헬륨 냉각재 유량이 30% 감소

- 냉각재 유량 감소에 따라 핵연료 및 반사체 역 온도 상승

- Doppler broadening 효과와 moderator temperature feedback 효과에 의해 출력감소

- 감소된 출력(전출력의 70% 수준)에 따른 새로운 정상상태 도달

표 3.1.2.8 LPCC/Air-Ingress 사고에 대한 단계별, 부품별 현상 우선 순위표

HHbuoyancy flow in chimney
M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MMfluid properties (humidity)

HHHair purge and gas species distribution
Hdust from core

MMconduction to ground
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Mhot plumes
HHH/MM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HHHHHHHMMMHHfluid properties (gas mixture)
HHMMMMmolecular diffusion

MMMHMMHMbulk CO reaction
HH-/M-/M-/MHMgraphite oxidation

HHHH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HHfuel/reflector specific heat
HHHfuel/reflector conductivity

reactivity feedback
HHHdecay heat (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HHpower distribution

HInitial stored energy
Hcritical flow

HHHHMMMMMMMMHM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MHMH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MHHHHMMMMMMMHM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MMMMM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MMMMHHHHflow distribution
321321321321321321321321321Phenomena / Phase

Piping & 
ChimneyAir DuctReactor 

Cavity
Hot/Cold 

Duct
Outlet 

Plenum
Top 

PlenumRiserInlet 
Plenum

Core & 
ReflectorComponent

RCCSRCLReactor VesselSystem

HHbuoyancy flow in chimney
M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MMfluid properties (humidity)

HHHair purge and gas species distribution
Hdust from core

MMconduction to ground
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Mhot plumes
HHH/MM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HHHHHHHMMMHHfluid properties (gas mixture)
HHMMMMmolecular diffusion

MMMHMMHMbulk CO reaction
HH-/M-/M-/MHMgraphite oxidation

HHHH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HHfuel/reflector specific heat
HHHfuel/reflector conductivity

reactivity feedback
HHHdecay heat (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HHpower distribution

HInitial stored energy
Hcritical flow

HHHHMMMMMMMMHM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MHMH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MHHHHMMMMMMMHM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MMMMM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MMMMHHHHflow distribution
321321321321321321321321321Phenomena / Phase

Piping & 
ChimneyAir DuctReactor 

Cavity
Hot/Cold 

Duct
Outlet 

Plenum
Top 

PlenumRiserInlet 
Plenum

Core & 
ReflectorComponent

RCCSRCLReactor Vesse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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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재 유량이 100% 수준으로 회복

- 냉각재 유량 회복에 따라 핵연료 및 반사체 역 온도 감소

- Doppler broadening 효과와 moderator temperature feedback 효과에 의해 출력증가

- 최초 정상상태 복귀

LC 사고에서의 주요현상 규명을 위하여 제한사고 시나리오의 시간구간을 Flow 

Transient와 Steady 2단계로 구분하 으며 표 3.1.2.?에 단계별 주요 현상을 요약하 다.

표 3.1.2.9 LC 제한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간

2

• Flow reduction/increase using helium inventory or 
turbine bypass flow controlInitiating Event

• Core power reaches a certain steady level balanced by 
reactivity feedback and control rod movement

• Steady power operation is included
Steady

• Decrease in flow results in the increase of fuel 
temperature, which then reduces the core.power by 
doppler reactivity feedback. The flow increase results in 
reverse effect.

• A compressor surge, with an accompanying pressure 
pulse, occurs

• PCU reacts to control power and reactor does not trip

Flow 
Transient1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2

• Flow reduction/increase using helium inventory or 
turbine bypass flow controlInitiating Event

• Core power reaches a certain steady level balanced by 
reactivity feedback and control rod movement

• Steady power operation is included
Steady

• Decrease in flow results in the increase of fuel 
temperature, which then reduces the core.power by 
doppler reactivity feedback. The flow increase results in 
reverse effect.

• A compressor surge, with an accompanying pressure 
pulse, occurs

• PCU reacts to control power and reactor does not trip

Flow 
Transient1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나) 단계별 / 계통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

HPC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정된 시나리오에 대한 Initial Scaling 해석을 통해 단계

별 / 계통 부품별 주요 현상을 규명하 다. 본 예비해석에서는 노심 반응도 해석을 위해 

point kinetics model을 사용하 으며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least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값을 사용하 다. 단, PCU는 전반적인 계통 구성에 따라 IHX 및 순환기 등으

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Initial Scoping 해석에서는 제외되었으며 PCU의 부품에 대한 중

요도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판단에 의해 선정되었다. KAERI, ANL, INL 3개 기관의 합의

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현상은 표 3.1.2.?의 Ranking Table 결과에 H, M으로 표기되어 있

다.

LC 사고의 경우, 강제냉각이 여전히 유효한 준 정상상태(quasi-steady state)이므로 노

심 및 반사체 역에서의 열전달, 압력강하 및 출력 분포 등이 중요한 현상으로 선정되었

다. 노심 이외의 나머지 계통 부품에서도 이에 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헬륨냉각재 

유량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의한 반응도 효과가 중요 인자로 선정된 것에 비해 열구

조물의 물성치(열전도도, 열용량 등)와 다차원 열전도 현상은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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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C 사고의 특성상, 원자로압력용기의 경계 체적 역할을 하는 

PCU의 대부분의 계통 부품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10 LC에 대한 단계별, 부품별 현상 우선 순위표

HHcompressor performance
HHcoolers performance
HHrecuperator performance
HHturbine valve performance
HHturbine performance

Mpipe/insulator conduction
HHthermal striping
HHjet discharge

MM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MMfuel/reflector specific heat
MMfuel/reflector conductivity
MHreactivity feedback
HHpower distribution

HHHHHHHHHH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HHHHH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HHHHHflow distribution
21212121212121Phenomena / Phase

PCUHot/Cold DuctOutlet PlenumTop PlenumRiserInlet PlenumCore & ReflectorComponent
PCURCLReactor VesselSystem

HHcompressor performance
HHcoolers performance
HHrecuperator performance
HHturbine valve performance
HHturbine performance

Mpipe/insulator conduction
HHthermal striping
HHjet discharge

MM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MMfuel/reflector specific heat
MMfuel/reflector conductivity
MHreactivity feedback
HHpower distribution

HHHHHHHHHH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HHHHH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HHHHHflow distribution
21212121212121Phenomena / Phase

PCUHot/Cold DuctOutlet PlenumTop PlenumRiserInlet PlenumCore & ReflectorComponent
PCURCLReactor VesselSystem

(4)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Reactivity Insertion without Scram

(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제어봉 인출시 원자로 정지불능 (ATWS) 사고는 원자로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이다. 사고의 초기조건으로는 전출력 운전 상태가 선정되었는데 원자로 정지 

이후에는 대부분의 열수력 현상이 정체 또는 미약한 수준이므로 사고 시의 열수력 현상 

규명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출력 운전중 제어봉이 인출되면 노심에는 정반응도가 주

입되어 원자로 출력과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제어봉 인출에 따른 정반응도 주입

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VHTR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핵연료의 Doppler 반응도 궤

환 계수가 음의 값을 갖도록 설계되므로 핵연료 온도 상승에 따라 부반응도가 노심 내에 

주입되어 제어봉 인출에 따른 정반응도를 상쇄하도록 하여 원자로 출력 상승을 억제한다. 

또한 냉각재 강제순환에 의한 열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핵연료 온도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이전까지는 준 정상상태를 유

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자로 출력 변화율 초과 또는 원자로 과출력에 의해 원자

로 정지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제어봉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연동 신호에 의해 냉각

재 강제순환이 정지되므로 핵연료 온도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온도궤환 효과가 커지므로 원자로 출력은 급속히 감소하게 되고 출력감소에 따른 

제논(Xe)의 부반응도 효과가 추가되어 원자로 출력은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한다.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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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감소된 원자로 출력이 다시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및 감속재의 

냉각과 함께 제논에 의한 원자로 재가동 불능 효과가 사라져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

이 필요하다. 따라서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한 원자로 출력은 이후 수십 시간 동안 유지되

며 재임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출력 진동이 시작되어 이후 새로운 출력 준위에서 평형상

태를 이루게 되는데 재임계 시점 이후의 핵연료 최고온도는 평형 상태의 원자로 출력에 

의해 결정된다.

본 사고의 단계는 Pre-turbine trip, Flow Coastdown & Power Equilibrium, 그리고 

Recriticality & Long Term Cooling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 별 주요 현상을 표 

3.1.2.?에 요약하 다. 

표 3.1.2.11 ATWS 제한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간

• Core Power ↑ (Local Φn ↑) by reactivity insertion
• Tcore & Psys ↑
• Power Control by Runback

Pre-
Turbine Trip1

• Rx trip signal -> Turbine trip, but, no Rx scram
• Coastdown of Primary Flow
• PCM to rapidly heatup Core
• Core Power ↓ by Doppler feedback, Xe inventory ↑
• Equilibrium power level ? Decay Heat

Flow 
Coastdown & 

Power 
Equilibrium 

2

• Long-term Conduction and Radiation Cooling
• Re-criticality & Power Oscillation

Recriticality
& Long-term 

Cooling
3

• Rod Withdrawal & Scram Failure
• SCS Fail to startInitiating Event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 Core Power ↑ (Local Φn ↑) by reactivity insertion
• Tcore & Psys ↑
• Power Control by Runback

Pre-
Turbine Trip1

• Rx trip signal -> Turbine trip, but, no Rx scram
• Coastdown of Primary Flow
• PCM to rapidly heatup Core
• Core Power ↓ by Doppler feedback, Xe inventory ↑
• Equilibrium power level ? Decay Heat

Flow 
Coastdown & 

Power 
Equilibrium 

2

• Long-term Conduction and Radiation Cooling
• Re-criticality & Power Oscillation

Recriticality
& Long-term 

Cooling
3

• Rod Withdrawal & Scram Failure
• SCS Fail to startInitiating Event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나) 단계별 / 계통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

ATWS 사고는 기본적으로 강제순환 상실사고인 HPCC 사고와 유사하며 여기에 노심 

동특성 효과가 추가된다. 먼저 Pre-turbine trip 단계에서는 강제냉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제어봉 인출에 따른 노심 출력 상승이 이루어지므로 노심 국부 열점(local hot spot)이 주

요한 현상중 하나가 된다. 본 단계에서는 노심을 제외한 나머지 계통의 상태는 준 정상상

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노심 및 반사체 역을 제외한 나머지 계통 부품의 중요도는 상대

적으로 떨어진다. Local hot spot과 관련하여 제어봉가, 다차원 노심 동특성, 노심 반응도 

변화, 출력분포 및 다차원 열전도 현상 등도 노심 및 반사체 역의 주요 현상으로 선정

되었다. 원자로 출력 및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여 Flow Coastdown & Power Equilibrium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본 단계에서는 노심 열생성과 열제거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에 의해 핵연료 궤환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원자로 출력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고 출력 감소에 따른 제논 

독작용도 커지게 되어 노심 출력이 붕괴열 수준으로 급감한다. 결과적으로 본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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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붕괴열과 강제순환 상실에 따른 냉각재 자연순환이 지배적이므로 HPCC 첫 번째 단

계인 Coastdown 단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 인자 선정도 HPCC의 첫 번째 단

계와 대부분 동일하다. 여기에 추가하여 노심 출력에 향을 미치는 반응도 궤환효과와 

관련된 현상이 중요 현상으로 선정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Recriticality & Long Term 

Cooling 단계도 HPCC의 2번째 단계인 Heatup & Passive Cooling 단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 HPCC 중요 인자 선정과 동일하지만 재임계와 관련된 반응도에 향

을 주는 제논 수 도 변화, 다차원 노심 동특성 현상과 온도궤환 효과에 향을 주는 핵

연료 및 반사체 역의 열물성치 등이 높은 중요도를 갖게 된다.

PCU 계통에서는 과도상태의 특성상, 터빈 정지가 발생한 이후의 turbomachine의 관성

에 의한 냉각재 coastdown  경향이 중요한 인자로 선정되었다.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후

의 RCCS 계통 거동은 HPCC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Pre-turbine trip 단계인 1단계

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의 부품별 현상 우선순위는 HPCC의 1/2단계와 동일하게 취

급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KAERI 내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주요 현

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표 3.1.2.?의 Ranking Table 결과에 H, M으로 표시하 다.

표 3.1.2.12 ATWS에 대한 단계별, 부품별 현상 우선 순위표

Mrecuperator performance
Mturbine bypass valve performance

Hturbine / compressor performance
HHHspace-time kinetics

HHcontrol rod worth and gradient
HMMXenon concentration

Hbuoyancy flow in chimney
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fluid properties (humidity)

Mconduction to ground
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hot plumes

HH/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MMfuel/reflector specific heat
HMMfuel/reflector conductivity
HHHreactivity feedback
HHdecay heat(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HHpower distribution

HHInitial stored energy
HHMMMMH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MMMM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HHMMM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MMH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MMMMMHHHflow distribution

321321321321321321321321321321Phenomena / Phase

PCUPiping & 
ChimneyAir DuctReactor 

Cavity
Hot/Cold 

Duct
Outlet 

Plenum
Hot/Cold 

DuctRiserInlet PlenumCore & 
ReflectorComponent

PCURCCSRCLReactor Vesse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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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 (Water-Ingress): Shutdown Cooling System Heat Exchanger Tube Break

(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Water-Ingress 사고는 출력 운전중 사고로 인해 유입된 물이 증기로 상변화 되고, 이 

증기가 노심에 유입되어 중성자를 과다감속(over-moderated) 시키므로 노심 출력을 증가

시킨다. 증기에 의한 정반응도 삽입으로 출력이 증가하고 또한 증기-흑연 반응은 흑연을 

부식시킨다. 따라서 Water-Ingress 사고는 핵연료 건전성 관점에서 중요한 사고가 되어 

PIRT 개발을 위한 핵심사고로 선정되었다. Water-Ingress 발생 시나리오는 계통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다. 이차측이 증기계통인 경우 증기발생기 튜브파단에 기인하여 물이 증기

로 상변화되면서 유입된다. 또 다른 계통 유형으로 수냉각 정지냉각계통(SCS)을 채택하는 

GT-MHR 설계에서는 SCS 열교환기 튜브의 파단으로 증기가 유입될 수 있다. 본 PIRT 개

발에서는 수냉각 정지냉각계통(SCS)을 채택하는 GT-MHR 설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본 

현상은 계통 유형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100% 원자로 전출력에서는 원자로계통 압력이 SCS 압력보다 높은 70 bar로 운전되므

로 SCS 열교환기 튜브가 파단되더라도 증기유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분 출력에서는 헬

륨 체적 제어에 의해 원자로계통 압력이 정지냉각계통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SCS 열교환기 튜브의 파단에 기인한 Water-Ingress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Water-Ingress 사고는 사고 진행에 따라 사고 발생후 증기 정반응도 삽입으로 노심 출력

이 증가하는 정지전 단계(Pre-trip)와 정지냉각계통 격리전 및 격리후 단계로 분류된다. 

표 3.1.2.13 WI 제한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간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 Water vaporization in RPV bottom head -> Over-
pressurization -> relief valve open (not assumed)

• Reactor power increase by steam positive reactivity
• Vapor condensation at PCU coolers
• Rx trip by overpressure, moisture or overpower

Pre-Trip1

• Turbine trip to coastdown flow -> Core heatup
• Continued ingress of water by SCS operation
• Core partially cooled by SCS heat exchanger
• Graphite hydrolysis

Coastdown
& SCS 

Operation
2

• SCS isolated by operator action
• Long-term Conduction and Radiation Cooling
• Graphite hydrolysis

SCS 
Isolation3

• SCS heat exchanger tube break at reduced powerInitiating Event
Event Scenarios and Major ProcessesPhase IDPhases

• Water vaporization in RPV bottom head -> Over-
pressurization -> relief valve open (not assumed)

• Reactor power increase by steam positive reactivity
• Vapor condensation at PCU coolers
• Rx trip by overpressure, moisture or overpower

Pre-Trip1

• Turbine trip to coastdown flow -> Core heatup
• Continued ingress of water by SCS operation
• Core partially cooled by SCS heat exchanger
• Graphite hydrolysis

Coastdown
& SCS 

Operation
2

• SCS isolated by operator action
• Long-term Conduction and Radiation Cooling
• Graphite hydrolysis

SCS 
Isolation3

• SCS heat exchanger tube break at reduced powerInitiating Event

표 3.1.2.?은 Water-Ingress 사건 경과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서의 주요 

현상을 기술한다. SCS 열교환기 튜브의 파단 직후 원자로용기 입구 하단으로 유입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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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기로 상변화되어 강제 대류에 의해 노심으로 이동한다. 노심에서는 증기에 의해 증

성자가 과도하게 감속되어, 정반응도 삽입으로 노심 출력이 증가한다. 물 유입이 증가함

에 따라 원자로계통 내부 습도가 증가하여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원자로 정지

전 단계에서는 노심 열제거가 계속되므로 원자로계통 압력 변화가 적다. 따라서 물유입 

유량이 크고 강제 대류에 의한 증기의 노심 유입량이 커서 증기-흑연 반응이 가장 활발하

게 일어난다. 원자로정지 신호에 의해 제어봉이 삽입되어 노심 출력을 붕괴열 준위로 낮

추고 동력변환계통의 터빈이 정지됨에 따라 냉각재 유량이 감소한다. 유량 감소로 인해 

노심 열제거가 상실되면 원자로계통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물유입 유량이 감소하기 시작

한다. 계통내 잔존한 증기는 노심으로 계속 유입되어 흑연과의 반응을 지속하다가 운전원

에 의해 정지냉각계통이 격리되면 완전 고갈한다. 정지냉각계통 격리후 노심 잔열은 원자

로공동냉각계통으로의 열전도와 복사 열전달에 의해 제거된다. 

(나) 단계별 / 계통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

Water-Ingress에서의 주요 현상은 Initial Scoping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KAERI, 

ANL, INL 3개 기관의 합의를 통하여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현상은 표 3.1.2.?의 Ranking 

Table 결과에 H, M으로 표기되어 있다. 계통 부품별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된 주

요 현상은 다음과 같다.

노심 및 반사체

결과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계통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크며, 사고 전 

기간에 걸쳐 유량 분포, 대류 열전달, 압력강하, 노심 붕괴열, 열구조물의 물성치(열전도도 

및 열용량), 복사 열전달, 다차원 열전도 모델 등이 주요 인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흑연구

조물이 존재하는 부품에서의 증기-흑연 반응과 분자확산계수 및 질량전달계수에 향을 

미치는 혼합기체 물성치 등도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입구 플레넘

물유입이 발생하는 SCS 열교환기가 설치된 부품으로 저온의 물이 유입되어 고온의 구

조물과 접촉할 때 예상되는 열충격(thermal shock)과 비등 및 이상 유동 등이 주요 인자

로 규명된다. 또한 강제 대류가 지속되는 단계에서는 유량 분포도 주요 인자이다. 

입구 상향유로

원자로 정지후 노심 붕괴열 제거를 위한 노심용기에서 원자로압력용기 내벽으로의 복

사 열전달이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상부 플레넘

원자로 정지후 노심내에서 자연순환이 발생하면 노심에서 가열된 뜨거운 냉각재가 상

부구조물 쪽으로 역류하는 hot plumes 현상이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출구 플레넘

강제대류 정지후 노심 냉각재 채널 간의 자연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 차이에 의한 

thermal stratification도 주요 현상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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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공동

이 부품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 외벽에서 RCCS 냉각 패널로의 복사 열전달이 일차적

으로 주요 인자이며, 원자로압력용기 외벽의 온도 조건에 따라 약 10%~20%에 해당하는 

자연대류 열전달도 이차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원자로공동내 압력 강하 및 대류 열전달

도 주요 인자로 규명된다. 

RCCS 냉각패널 (Air Duct)

패널 내부에서는 자연대류 열전달이, 외부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로 부터의 복사열전달

이 중요 인자로 규명된다. 

RCCS 계통 배관 및 Chimney

최종 열침원(heat sink)인 부품으로 자연대류유량을 결정짓는 압력강하와 부력

(buoyancy force)이 중요 인자로 선정된다. 

정지냉각계통

SCS 열교환기 세관의 파단 유량 및 압력 조건이 주요 인자로 선정된다.

동력변환계통

터빈 정지가 발생한 이후의 turbomachine의 관성에 의한 냉각재 coastdown 경향이 중

요 인자로 선정된다. 

표 3.1.2.14 Water-Ingress 사고에 대한 단계별, 부품별 현상 우선 순위표

HHwater vapor condensation in coolers
MMpressure drop in coolers
MMheat transfer in coolers
MMturbine valve performance
HHturbine/compressor performance

HHback pressure in water cooling circuit
HHbreak flow

HHbuoyancy flow in chimney
M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MMMMMHHHHHHfluid properties

MMconduction to ground
H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Hhot plumes

HHH/MH/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PMR/PBR)

HHboiling heat transfer
MHHheat capacity of lower head and internals

HHtwo-phase flow
HHthermal shock

MMMwater-shift  reaction
MMMHHHgraphite hydrolysis

HHH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MMfuel/reflector specific heat
HMMfuel/reflector conductivity

Hreactivity feedback
HHdecay heat
HHHpower distribution

Hstored energy
HHHHMMMMMMMMHM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HMMMMMMMMMMM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MHHHHMMMMMMMH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MMMMMMMMMH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HHHHMMMMMMMHHHHHflow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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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U (Hydrogen-side Upset): Total Loss of Secondary Heat Sink

HU 사고는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서 수소생산공정의 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원자로

계통의 과도상태로 정의한다. PIRT 생산을 위해서는 계통의 형태가 우선 정의되어야 한

다. 한국의 NHDD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은 간접루프 형태의 열화학수소 전용생산 형태

인데 반하여, 미국의 NGNP는 직접 또는 간접루프 형태의 전기생산과 열화학 및 전기분

해 수소생산 공정을 겸용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

국의 NHDD 형태를 참조 계통형태로 선정하여 PIRT를 생산하 다.

그림 3.1.2.4 NHDD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간접루프 형태의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서, 수소생산공정의 사고는 우선 중간루프의 

과도상태를 초래하고 결국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HU 사고의 초기

사상으로 중간루프의 과도사고를 가정할 수 있다. 중간루프의 사고는 크게 중간열교환기 

2차측 열제거 능력 증가 및 감소와 중간루프 파단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2차측 열제거 

능력 증가사고는 궁극적으로 노심 반응도 증가를 초래하나, 노심 반응도 삽입사고 보다는 

덜 심각하며, 중간루프 파단사고는 사고 초기에는 열제거 능력이 증가하나 궁극적으로는 

열제거원 상실사고와 동일하다. 따라서, PIRT 생산을 위한 제한사고로 2차측 열제거원의 

완전상실사고를 초기사상으로 정의하 다.

간접루프 형태에서 2차측 열제거원의 완전상실에 따른 단기적인 저온덕트 및 순환기의 

온도와 압력의 상승과 장기적인 계통 압력의 상승은 원자로계통의 기계적 건전성을 위해

한다. 따라서 HU 사고시 주요 안전변수로 원자로계통의 온도 및 압력 상승에 의한 원자

로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과 노심 최대온도 상승에 의한 핵연료 건전성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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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시나리오의 초기사상을 전출력 운전 중 중간루프계통 순환기의 완전정지사고로 

정의하 다. 이에 따른 중간열교환기 2차측의 열제거원의 완전상실은 출력-냉각 불일치에 

의하여 원자로계통의 온도 및 압력을 증가시킨다. 특히, 원자로계통의 순환기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저온덕트 역으로 고온의 냉각재가 흐르게 되어 순환기 및 저온덕트의 기계적 

건전성을 크게 위해한다. 2차측 유량상실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되며, 이

에 따라 순환기도 자동 정지되어 원자로계통 냉각재 유량은 coastdown 한다. 순환기의 

완전정지 이후, 정지냉각계통이 가동된다면 노심은 안전 정지된다. 보수적으로 제한 사고 

시나리오에서는 정지냉각계통이 작동을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경우, 노심의 잔열은 

열전도, 복사 및 접촉에 의하여 노심으로 부터 원자로 압력용기로 전달되며, 압력용기로

부터 RCCS로는 복사 및 자연대류 열전달에 의하여 제거된다. 원자로계통의 압력과 온도

는 노심잔열과 RCCS로의 열제거 균형에 의하여 변하게 된다. 

상기 현상학적 고찰에 근거하여, PIRT 생산을 위한 제한사고 시나리오의 시간구간을 

표 3.1.2.?와 같이 제1단계 원자로정지 및 유량 Coastdown과 제 2단계 장기냉각 단계로 

구분하 다. 제 2단계의 주요현상은 전술한 HPCC의 가열 및 피동냉각 단계와 유사하며, 

차이점은 HPCC 사고조건과 비교하여 계통 압력이 높으므로 노심내 자연대류 냉각 현상

이 조금 더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표 3.1.2.15 HU 제한사고 시나리오 및 시간구간

(나) 단계별 / 계통 부품별 주요현상 규명

HU 사고에 대하여 도출된 주요현상을 표 3.1.2.?에 제시하 다. 도출된 주요현상에 대

한 우선순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문가 Panel 협의에 의하여 도출되었으며, 표에서 

"H"는 높은 우선순위를 “M"은 중간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다른 계통 부품에 비해 상대적

으로 중요도가 높은 노심 및 반사체 역에서는, 사고 전 기간에 걸쳐 유량 분포, 대류 

열전달, 압력강하, 노심 붕괴열, 열구조물의 물성치(열전도도 및 열용량), 다차원 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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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등이 중요한 인자로 선정되었다. 장기냉각 단계에서 노심잔열 제거의 대표적 기구인 

복사열전달은 노심, 상승관에서 중요인자로 도출되었다. 주요 냉각재 유로인 Riser, Top 

plenum, Outlet plenum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열전달과 압력강하가 중요 인자로 선정되

었다. Top plenum에서는 장기냉각 단계에서 노심에서 가열된 뜨거운 냉각재가 상부구조

물 쪽으로 역류하는 hot plumes, 열성층과 thermal shroud 열전도 현상이, Outlet 

plenum에서는 노심 냉각재 채널 간의 자연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 차이에 의한 

thermal stratification도 중요 현상으로 선정되었다. Inlet plenum에서는 냉각재 

coastdown 기간 중 열전달이 장기냉각 단계에서는 유동분포가 중요 인자로 선정되었다. 

안전 관련 열제거원인 RCCS 계통은 장기냉각 단계에서 계통 중요도를 갖는데, 이중 

reactor cavity와 냉각 패널인 air duct에서는 대류열전달과 복사열전달이 높은 우선순위

를 갖는 현상으로 규명되었으며 최종 열침원(heat sink)인 piping & chimney에서는 압력

강하와 부력(buoyancy force)이 중요 현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3.1.2.16 HU 사고에 대한 단계별, 부품별 현상 우선 순위표

HHcirculator performance/coastdown

Hpipe/insulator conduction

Hbuoyancy flow in chimney

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fluid properties (humidity)

Mconduction to ground

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hot plumes

HH/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Mfuel/reflector specific heat

HMfuel/reflector conductivity

Hreactivity feedback

HHdecay heat(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Hpower distribution

HInitial stored energy

HHMMMMH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MMM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HHMMMM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HMHH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MMMMH/HHHHflow distribution

21212121212121212121Phenomena / Phase

Piping & 
ChimneyAir DuctReactor 

Cavity
IHX & 

circulator
Hot/Cold 

Duct
Outlet 

PlenumTop PlenumRiserInlet PlenumCore & 
ReflectorComponent

RCCSRCLReactor VesselSystem

HHcirculator performance/coastdown

Hpipe/insulator conduction

Hbuoyancy flow in chimney

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fluid properties (humidity)

Mconduction to ground

H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Hhot plumes

HH/M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HH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Mfuel/reflector specific heat

HMfuel/reflector conductivity

Hreactivity feedback

HHdecay heat(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Hpower distribution

HInitial stored energy

HHMMMMH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MMMMMM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HHMMMM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HMHHH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HMMMMH/HHHHflow distribution

21212121212121212121Phenomena / Phase

Piping & 
ChimneyAir DuctReactor 

Cavity
IHX & 

circulator
Hot/Cold 

Duct
Outlet 

PlenumTop PlenumRiserInlet PlenumCore & 
ReflectorComponent

RCCSRCLReactor Vesse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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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r-/Water-RCCS 

(가) 참조원자로

출구온도 950℃의 초고온가스로 원자로에서 공기냉각 원자로공동냉각계통(RCCS)으로 

MHTGR를 그리고, 물냉각 RCCS 설계는 러시아의 GT-MHR 설계개념을 참조설계로 선정

하 으며, 여기서 물냉각 RCCS는 HPCC와 LPCC 사고에 대하여 PIRT를 생산하 다. 참

조 공기냉각 RCCS와 물냉각 RCCS의 주요제원을 비교한 것은 아래 표 3.1.2.?과 같다.

표 3.1.2.17 MHTGR과 GT-MHR의 주요 설계 제원비교

GT-MHR의 물냉각 RCCS는 2개의 독립계열로 구성되고 각 계열에 각각 한 개의 표면

냉각기(surface cooler)와 증발열교환기(HX evaporator), 그리고 증발열교환기 전후로 

RCCS 헤더와 연결 배관이 있다. 표면냉각기는 원자로 공동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원자로 

용기 표면의 열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물냉각 RCCS 회로의 물은 다음과 같은 자연대류

를 일으켜 흐르게 된다. 즉, 먼저 원자로 용기 주위에 설치된 표면냉각기의 관에서 가열

된 물은 상부의 RCCS 헤더로 올라온다. 이 가열된 물은 다시 관을 타고 증발열교환기로 

들어오는데 이때 가지고 온 열을 2차 재순환 냉각수에 전달함으로써 냉각된다. 증발열교

환기에서 냉각된 찬물은 하부 RCCS 헤더로 들어와 표면냉각기의 관으로 분배되고 다시 

원자로로부터 열을 받아 가열되어 한 싸이클을 이루게 된다. 증발열교환기의 2차 재순환 

냉각 유로가 상실되는 사고 시, 냉각재는 정상운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환된다. 그러나 이

때에는 열이 증발열교환기에 있는 물의 증발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하고 발생되는 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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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정상운전 중에는 RCCS 두 계열 모두가 가용하고, RCCS를 통한 열제거 용량은 약 4 

MWth이다. 표면냉각기 입출구의 온도는 각각 27℃ 및 90℃로 설계되어있으며, 증발열교

환기 탱크의 온도는 90℃ 이하로 유지된다. 증발열교환기의 가스 플레넘 압력은 대기압이

다. 원자로 공동의 콘크리트 온도는 80℃이하로 유지된다. 

사고 시에는 원자로 용기 표면온도 및 콘크리트 온도 제한치를 각각 540℃와 150℃로 

하고 있다. 전원상실 사고시 RCCS는 증발 열교환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증발을 이

용하여 열 제거 하며 48시간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사고 시 피동 열제거가 잘 되

도록 계통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림 3.1.2.?와 같이 증발 열교환기에 히트파이프(heat 

pipe) 및 공기덕트(air duct: chimney)를 설치하는 개념도 고려할 수 있다[IAEA, 2001]. 본 

물냉각 RCCS에 대한 PIRT는 상기의 증발 열교환기에 히트파이프 및 공기덕트를 설치하

는 개념을 그 대상으로 하 다. 

그림 3.1.2.5 러시아 GT-MHR(600MWt) 물냉각 RCCS 설계

21 RCCS surface cooler
22 Air duct (Chimney)
23 Hx evaporator with heat pipes

NOTE

• 2-loop system
• RCCS surface cooler  

inlet/out let temp.: 
27/90 ℃

• Concrete temp limit: 
80 ℃ (normal) 

• Allows 48 hrs boiling 
off

(나) 핵심사고 및 주요 안전변수

초고온가스로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해석 시나리오 중 현상학적으로 제한적이고 대표적

인 사고로 HPCC, LPCC 및 LC 등을 핵심사고로 선정하고, 핵심사고의 초기사상 및 안전 

변수를 도출한 바 있다. 물냉각 RCCS PIRT에서도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선 제한적/

대표적인 사고로 HPCC 및 LPCC를 핵심사고로 선정하고, 또한 세 번째 과도사고로 LC

를 선정하여 각 핵심사고의 초기사상 및 안전 변수를 표 3.1.2.?과 같이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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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8 물냉각 RCCS PIRT를 위해 선정된 핵심사고 및 안전변수

(다) 주요 계통부품

물냉각 RCCS 계통은 크게 원자로 공동, RCCS 표면냉각기, RCCS 관 및 플레넘과 증

발열교환기, 히트파이프와 공기덕트로 구성된다. 이것은 공기냉각 RCCS에서 원자로공동, 

RCCS 관(air duct), RCCS 배관 및 굴뚝으로 나누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물냉각 RCCS의 

PIRT 생산을 위한 계통 부품의 정의를 아래의 표 3.1.2.?에 공기냉각 RCCS 설계와 비교

하여 제시하 다. 

표 3.1.2.19 계통부품의 구분 (공기 및 물냉각 RCCS 비교)

RCCS Piping &  PlenumRCCS Piping &  PlenumRCCS Piping and Chim neyRCCS Piping and Chim ney

Com ponents

HxHx. Evaporator with Heat Pipe . Evaporator with Heat Pipe 
& Air Duct (Chim ney)& Air Duct (Chim ney)

RCCS Surface Cooler RCCS Surface Cooler 
(Riser and Cooling Panel)(Riser and Cooling Panel)

RCCS Tubes RCCS Tubes 
(A ir Duct)(A ir Duct)

Reactor Cavity Reactor Cavity 
(Confinem ent) (Confinem ent) 

Reactor Cavity (Confinem ent) Reactor Cavity (Confinem ent) 

RCCSRCCS

W ater-Cooled RCCSAir-Cooled RCCS 
System

RCCS Piping &  PlenumRCCS Piping &  PlenumRCCS Piping and Chim neyRCCS Piping and Chim ney

Com ponents

HxHx. Evaporator with Heat Pipe . Evaporator with Heat Pipe 
& Air Duct (Chim ney)& Air Duct (Chim ney)

RCCS Surface Cooler RCCS Surface Cooler 
(Riser and Cooling Panel)(Riser and Cooling Panel)

RCCS Tubes RCCS Tubes 
(A ir Duct)(A ir Duct)

Reactor Cavity Reactor Cavity 
(Confinem ent) (Confinem ent) 

Reactor Cavity (Confinem ent) Reactor Cavity (Confinem ent) 

RCCSRCCS

W ater-Cooled RCCSAir-Cooled RCCS 
System

 

(라) 주요 Process 및 현상

원자로공동에서는 원자로용기로부터 공기냉각 RCCS의 공기덕트 또는 물냉각 RCCS의 

표면냉각기로의 열전달은 주로 복사열전달로 이뤄지며, 또한 원자로 공동의 공기의 자연

순환 대류열전달도 동시에 일어난다. 공기냉각 RCCS와 물냉각 RCCS의 원자로공동은 서

로 차이가 없다. 물냉각 RCCS의 표면냉각기에서는 구조에 따른 열전도, 자연대류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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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열전달 등이 주요 관심현상이고 관내 유속분포에 인한 압력손실이나 사고 시 순환유

체의 온도변화가 크게 발생하므로 비등열전달 및 유체 물성치 변화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공기냉각 RCCS의 공기덕트나 물냉각 RCCS의 표면냉각기에서의 주

요 process 및 현상은 서로 차이가 없다.  물냉각 RCCS의 RCCS 관/플레넘도 공기덕트나 

표면냉각기에서와 큰 차이가 없으나 관이 서로 연결되는 플레넘에서의 유체혼합 향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냉각 RCCS의 증발열교환기/히트파이프/공기덕트

는 상기의 현상들에 비교하여 응축열전달, 수위(water level) 향, 그리고 히트파이프 부착

에 따른 히트파이프 관련 특이 현상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공기냉각 

RCCS에서는 볼 수 없는 물냉각 RCCS의 고유현상이다. 

따라서 물냉각 RCCS의 원자로공동, 표면냉각기, RCCS 관/플레넘 및 증발열교환기/히

트파이프/공기덕트에서의 주요 process 및 현상은 표 3.1.2.? ~ 표 3.1.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2.20 물냉각 RCCS 계통부품별 주요현상 및 우선순위 

(Reactor Cavity)

표 3.1.2.21 물냉각 RCCS 계통부품별 주요현상 및 우선순위 

(Surface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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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2 물냉각 RCCS 계통부품별 주요현상 및 우선순위 

(Piping & Plenum)

표 3.1.2.23 물냉각 RCCS 계통부품별 주요현상 및 우선순위 

(HX evaporator with Heat pipe/Air duct)

(마) 최종 PIRT 우선순위 결정(Ranking)

물냉각 RCCS 최종 PIRT 우선순의 결정(ranking)은 GT-MHR RCCS를 참조설계로 하

여, KAERI 단독으로 HPCC 및 LPCC 사고에 대하여 Expert Opinion 방법을 적용하여 

생산하 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표 3.1.2.24 ~ 표 3.1.2.?와 같다. 



- 38 -

표 3.1.2.24 HPCC 사고 시 물냉각 RCCS PIRT

Hbuoyancy flow in chimney

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Mfluid properties (humidity)

Mconduction to ground

HPhenomena related to heat pipe & evap.

HHradiation heat transfer

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Mmulti-D heat conduction

HWater level

Hcondensation heat transfer

HHH2-phase natural circulation

Hboiling heat transfer

MMMM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flow distribution

21212121Phenomena / Phase

HX Evap. with 
Heat Pipe 
& Air duct

Piping & PlenumSurface CoolerReactor CavityComponent

Water-Cooled RCCSSystem

Hbuoyancy flow in chimney

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Mfluid properties (humidity)

Mconduction to ground

HPhenomena related to heat pipe & evap.

HHradiation heat transfer

M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Mmulti-D heat conduction

HWater level

Hcondensation heat transfer

HHH2-phase natural circulation

Hboiling heat transfer

MMMM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flow distribution

21212121Phenomena / Phase

HX Evap. with 
Heat Pipe 
& Air duct

Piping & PlenumSurface CoolerReactor CavityComponent

Water-Cooled RCCSSystem

 

표 3.1.2.25 LPCC 사고 시 물냉각 RCCS PIRT

HHHfluid properties (gas mixture)

HHHair purge and gas species distribution

Hdust from core

HHbuoyancy flow in chimney

M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MMMMfluid properties

MMconduction to ground

HHPhenomena related to heat pipe & evap.

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gas conduction

MMmulti-D heat conduction

HHWater level

HHcondensation heat transfer

HHHHHH2-phase natural circulation

HHboiling heat transfer

MMMMMMMM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H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flow distribution

321321321321Phenomena / Phase

HX Evap. with Heat 
Pipe & Air ductPiping & PlenumSurface CoolerReactor CavityComponent

Water-Cooled RCCSSystem

HHHfluid properties (gas mixture)

HHHair purge and gas species distribution

Hdust from core

HHbuoyancy flow in chimney

MM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MMMMMMfluid properties

MMconduction to ground

HHPhenomena related to heat pipe & evap.

HHHHradiation heat transfer

MMgas conduction

MMmulti-D heat conduction

HHWater level

HHcondensation heat transfer

HHHHHH2-phase natural circulation

HHboiling heat transfer

MMMMMMMM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HH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HHHflow distribution

321321321321Phenomena / Phase

HX Evap. with Heat 
Pipe & Air ductPiping & PlenumSurface CoolerReactor CavityComponent

Water-Cooled RCC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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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IF VHTR PIRT Workshop

PIRT는 주요현상 규명을 위한 대표적인 Top-down 접근방법으로, 초고온가스로와 같

이 신 개념의 설계개발 및 R&D 요건 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설계해석코

드의 연구개발에서 PIRT의 역할은 코드 개발 및 검증요건과 실험 database의 구축 및 새

로운 실험의 필요성 도출에 필수적이다. Gen-IV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 

Benchmarks PMB (Project Management Board)에서도 PIRT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

고 PIRT Work Package(WP)를 제 1 Task로 선정하 으며, 한국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WP 주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IRT WP는 주기적으로 각 국의 PIRT 생산

결과를 취합하여 통합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역무로 택하 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으로 ‘06년 12월 Gen-IV 6개국이 참여한 

Gen-IV VHTR PIRT Workshop을 파리 OECD에서 개최하 다. Workshop에서는 총 8건

의 기술논문 발표 (한국(2), 미국(2), 프랑스(1), 일본(1), 남아공(2))가 이루어 졌으며, 이어 

GIF VHTR PIRT Work Package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 다음은 

PIRT Workshop 논문과 Workshop 주요 협의결과를 요약한다. 

PIRT Workshop 논문발표

① 기존 상용 PIRTs의 고찰: 미국 INL

② HTTR 안전평가에서 과도사고 선정: 일본 JAEA 

③ PBMR 안전해석 사고 선정: 남아공 PBMR

④ ATWS, 물유입, 수소생산계통 과도거동 사고 선정 및 시나리오 구분: 한국 

KAERI

⑤ PBMR PIRT: 남아공 PBMR

⑥ GA의 설계 및 기술개발의 연계 접근방법: 미국 GA

⑦ LOCA 및 공기유입사고 PIRT: 한국 KAERI

⑧ ANTARES의 강제대류 및 피동냉각 초기 PIRT: 프랑스 AREVA

⑨ PIRT 방법론 work package: 한국 KAERI

PIRT Workshop 요약

① GIF VHTR 연구.개발에서 PIRT의 중요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해석체계의 개발 및 검증

- 실험 Database 구축 및 신규 실험 도출

- 설계 및 운전

② 각국은 PIRT의 적용목적에 따라 상세도나 사고의 정의 및 시나리오 등 수준차

이는 있으나, 자국의 설계에 대하여 설계기준사고,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정상운

전 등에 대한 PIRTs, DDNs (Design Data Needs) 연구를 수행 중임

③ 각 국은 PIRT 생산방법론으로 유사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음. 대상 설계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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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GIF를 통한 PIRT WP 추진에 합의

④ CMVB PMB PIRT WP를 통하여 단일 PIRT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일 설계 및 

사고 시나리오의 선정, 전문가 간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및 합의가 요구됨. 

따라서 단일 PIRT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의 등 현실적인 제한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이에 따라, 단일 PIRT의 개발 보다는 각국의 PIRT 개발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으로 PIRT WP 내용에 합의함. 보고서에는 공통의 

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요건, 실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신규 실험의 필요성 및 

설계 기술개발 요건을 기술함. 한국은 PIRT Leader로 상기사항을 반 한 

Gen-IV PIRT WP를 제안하고 합의점을 도출함.

⑤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열수력 PIRT 외에도 운전과도상태, 핵분열생성물 수송, 핵

설계 및 기계설계에 대한 PIRT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

⑥ 기타

  - 미국의 설계자들은 운전과도사고의 PIRTs에 관심을 표명

  - 기존 PWR과 차별화를 위하여 VHTR 전용 terminology 사용을 권고

3. Initial Scaling 해석

일반적으로 해석체계의 개별모델은 축소실험을 통하여 생산되므로, 원자로계통 해석에

서 해석모델의 scaling 능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피동

안전계통인 RCCS와 사고조건에서 노심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인 혼합대류 열전달 및 압

력강하에 대한 무차원변수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계통해석코드 및 CFD 해석모델의 

scaling 능력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 다. 또한, 참조 원자로설계의 

HPCC, LPCC 및 LC 사고에 대한 scoping 해석을 통하여 상기변수의 적용 역과 PIRT 

주요현상 도출에 참조하기 위한 사고 시 계통의 과도거동을 생산하 다.

가. 혼합대류 열전달 및 압력강하에 대한 무차원변수 분석

그림 3.1.3.?에는 Metais-Eckert의 유동형태 Map을, 표 3.1.3.?과 3.1.3.?에는 정상상태 및 

사고조건에서 노심과 RCCS 공기덕트에서 열수력 조건을 제시하 다. 표와 그림에서 보듯

이, 정상상태 RCCS 공기덕트와 사고조건에서 노심에서의 유동은 혼합대류 유동형태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성은 노심과 RCCS에서의 열전달과 압력강하에 의

하여 크게 지배되므로, 혼합대류 유동형태에서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모델은 초고온가스

로의 안전해석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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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Metais-Eckert Flow Regime Map

표 3.1.3.1 정상상태 및 사고조건에서 노심의 열수력 조건

Regime Nor. Power Channel Flow 
(kg/s) Pressure (MPa) Bulk T (K) Wall q" 

(MW/m2) Re Gr GrPrD/L

Full Power 1.0 0.023 7.0 745 0.137 41,000 1.2x106 ~ 104

HPCC w SDCS 0.045 0.0010 5.0 574 0.0081 1,800 89,000 ~ 103

LPCC w. SDCS 0.01 0.00023 1.0 605 0.0033 410 12 ~ 0.1

표 3.1.3.2 정상상태 조건에서 RCCS 공기덕트의 열수력 조건

Regime Nor. Power Channel Flow 
(kg/s) Pressure (MPa) Bulk T (K) Wall q" 

(MW/m2) Re Gr GrPrD/L

Full Power 1.0 0.049 0.1 432 0.029 14,000 1.15x109 ~ 107

계통 해석체계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모델링에 사용되는 무차원 변수 모델은 무차원화

된 유동 보존식으로부터 유도된다. 혼합대류 역에서는 자연대류와 강제대류 현상이 공

존한다. 따라서 각 대류현상의 무차원 변수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계통 해석체계에 사용

되는 해석모델의 건전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무차원 변수 유도를 위하여 RCCS 

공기덕트 구조와 유사한 수직 평행판에서의 층류유동을 가정하 다. 유도된 강제대류와 

자연대류 압력강하 및 열전달 무차원 변수 모델을 표 3.1.3.?에 요약하 다. 압력강하에는 

Re수가, 열전달에는 Nu수와 Gr수가 주요 무차원 변수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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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3 강제대류 및 자연대류 유동의 무차원변수 모델

계통 해석코드인 ATHENA 코드의 유동형태 모델 검토결과, 혼합유동 모델은 상기 무

차원 변수의 효과를 반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합유동 모델의 개선이 

요구된다. 전산유체해석코드인 FLUENT 코드는 혼합유동을 모의할 수는 있는 능력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혼합유동에 대한 난류모델의 향에 대한 평가계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험결과를 이용한 코드평가계산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러

한 무차원 변수 분석방법론은 해석체계의 모델링 능력평가 및 검증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참조원전 HPCC Scoping 해석

PIRT 주요현상 규명을 위하여 KAERI와 ANL은 강제냉각 상실사고인 HPCC 사고 예

비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KAERI에서 수행한 예비 민감도 분석을 위한 참조원전으로

는 PMR의 경우, 냉각재 출구온도 950℃의 600MWth PMR(INL Data)을 선정하 으며 

PBR의 경우는 400MWth PBR(남아공 Data)을 참조원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ANL의 예비 민감도 해석에서는 출구온도 1000℃의 600MWth NGNP를 참조원전으로 선

정하 으며 PBR에 대해서는 해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민감도 분석용 코드로는 KAERI는 

MARS-GCR 코드[이원재, 2005.12]를, ANL은 INL의 ATHENA 코드[INEEL, 1998]를 이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각 기관의 민감도 분석 조건 및 모델링, 해석의 주안점 및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3 -

(1) KAERI 예비 민감도 해석

KAERI에서는 계통해석코드인 MARS-GCR을 이용하여 미국 GA의 GT-MHR 노형에 

기반한 출구온도 950℃ 조건의 600MWth 급 PMR 노형과 400MWth 급 PBR 노형에 대해 

예비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예비해석의 결과는 앞서 설명한 HPCC 및 LC (Load 

Changes) 사고시 예상되는 단계별 / 계통 부품별 현상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작업에 참

고자료로 사용되었다.

열출력과 핵연료 형태를 제외한 PMR과 PBR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자로공동냉각계통 

(RCCS)에 있다. PMR은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공기를 이용한 공냉식 

RCCS 계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 냉각 방식의 경우, 피동형 안전계통이므로 계

통 실패의 위험이 적고 정상상태 운전시 열손실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BR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냉식 RCCS에 비해 냉각능력이 떨어지므로 사고 상태에서의 열제거 능

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그림 3.1.3.?은 PBR의 원자로압력용기와 원자로공동 내부 구

조를 보여준다.

그림 3.1.3.?는 MARS-GCR 코드를 이용한 PMR 및 PBR의 원자로압력용기 및 RCCS 

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PMR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및 반사체 역은 3

개의 핵연료 역과 2개의 내외각 반사체 역으로 구분된다. 노심 냉각재 유로는 3개 

역의 핵연료 역에 나누어 모델하며 내외각 반사체 역에도 각각 1개씩의 노심 우회유

로를 모델링 하 다. 원자로압력용기 안쪽으로 흐르는 냉각재 상향유로(riser)는 환형 통

로로써 상부 플레넘(plenum)과 연결된다. 상하부 플레넘 역은 각각 1개씩의 제어체적을 

가지며 노심 냉각재 유로 및 우회유로와 연결된 유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강제 대

류열전달 효과가 사라지는 열전도냉각사고 해석을 위해 핵연료 및 반사체 역 존재하는 

모든 열구조물 사이에 접촉 열전달 모델을 적용한다.

RCCS 계통은 원자로공동과 공기 냉각 유로로 구성된다. 원자로압력용기 외벽으로부터 

나온 열이 원자로공동 내부의 자연순환과 RCCS 냉각패널을 통과하는 외부 공기에 의해 

제거되는 공기 냉각 방식이므로 다차원 열유동 모델을 이용하여 공동 내부의 자연순환 

효과를 모사하 고 또한 부력에 의한 공기의 흐름을 모사할 수 있도록 냉각 패널 출구와 

외부 공기 유입구에 각각 30m 길이의 chimney를 연결하여 원활한 공기의 흐름이 유지되

도록 모델링하 다. PBR 모델은 중앙 반사체가 있는 환형 노심이며 페블 노심과 물냉각 

방식의 RCCS 계통을 제외한 나머지 유로 및 열구조물 모델은 PMR과 유사하다. 페블 노

심은 일차원 및 다차원으로 구별하여 해석하 으며 원자로공동을 제외한 나머지 물냉각 

RCCS 계통은 냉각재의 순환을 모델하는 대신 냉각 파이프 표면에 isothermal 조건을 적

용하 다. PMR과 PBR 모두 입출구 온도는 490 / 950℃로 동일하며 계통압력도 2 개 노

형 모두 70 bar로 가정하 다.

PMR / PBR 2개 노형에 대한 HPCC 사고시 핵연료 및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 결

과를 그림 3.1.3.? ~ ?에 나타내었는데 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체 단상의 Dittus- 

Boelter 모델을 사용한 경우와 벽면 열 효과를 고려한 Olson 모델 간의 결과 차이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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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상상태에서는 강제냉각이 유효하므로 대류 열전달 모델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HPCC 사고와 같이 강제냉각이 상실되는 경우에

는 대류 열전달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BR 노형에서는 열전달 

모델 차이뿐만 아니라 열유체 모델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하 다. PMR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대류 열전달 모델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다차원 열

유체 모델과 일차원 열유체 모델의 해석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ANL에서는 PMR 노형에 대한 민감도 분석만을 수행하 기 때문에 노형에 따른 비교

는 불가능하지만 PMR HPCC 해석 결과는 ATHENA 코드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

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이승욱, 2004.10]. 또한 사고시의 PMR 핵연료 최고온도는 1280℃, 

PBR은 133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전제한치인 1600℃를 만족시킨다. 원자로압력용

기 최고온도는 PMR의 최고온도는 500℃, PBR은 460℃ 정도로 예측되었는데 이러한 온도

는 9Cr-Mo 합금강의 제한치인 565℃ 미만이므로 위 재질을 사용할 경우 안전제한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림 3.1.3.2 PMR의 원자로압력용기 구조(좌) 및 RCCS 개념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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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PBR의 원자로압력용기(좌) 및 Reactor Cavity(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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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MARS-GCR용 PMR (좌) / PBR (우)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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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HPCC 사고시 핵연료 최고온도

그림 3.1.3.6 HPCC 사고시 원자로압력용기 최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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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L 예비 민감도 해석

ANL에서는 냉각재 출구온도 1000℃인 NGNP PMR 600MWth을 참조원전을 대상으로 

RELAP5-3D ATHENA 코드를 사용하여 HPCC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본 민감도 분

석에서는 각 경우마다 각종 물성치를 변경하여 이들이 핵연료 최고온도 및 원자로압력용

기 최고온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표 3.1.3.?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핵연료 

최고온도는 열구조물의 열전도도와 비열 변화에 민감하지만 RCCS 계통의 열전달 계수 

변화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로압력용기 온도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물의 온도 분포뿐만 아니라 RCCS의 열제거량에 따라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RCCS의 열전달 계수 변화에 민감한 결과를 보인다.

 

표 3.1.3.4 HPCC 민감도 분석 결과 (ANL)

다. 참조원전 LPCC/Air-Ingress Scoping 해석

LPCC/Air-Ingress는 설계기준사고(DBA)중 사고시 핵연료온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는 

경우로서 핵연료 손상관점에서 제한사고이므로 PIRT 개발을 위한 핵심사고로 선정되었

다. LPCC/공기유입사고는 원자로압력용기에 연결된 배관에서의 파단에 기인한다. 소형배

관의 완전파단이나 대형배관의 부분파단의 경우, 공기유입은 파단면적에 의해 제한되므로 

심각한 흑연산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파단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고는 설계기준사

고로 분류되며, 보통 공기유입에 의한 흑연산화를 고려하지 않고 저압조건에서의 열전도 

냉각에 의한 노심 및 계통거동을 분석한다. 이러한 사고를 저압열전도냉각 (LPCC) 사고

라 칭한다. 원자로압력용기에 연결된 대형배관의 완전파단의 경우는 발생빈도가 매우 낮

으므로 설계기준초과사고 (BDBA)로 분류된다. 사고시 감압 및 분자확산 단계를 거쳐 자

연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자연순환 유량이 상당히 커서 대량의 공기를 원자로공동에

서 원자로용기내로 유입시킨다. 노심으로 유입된 공기는 흑연구조물과 산화 반응하여 흑

연구조물을 부식시키고, 이때 발생한 열은 흑연구조물 및 핵연료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가상 사고를 공기유입사고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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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공기유입사고시 흑연산화에 의한 노심내 온도 변화

원자로계통이 동력변환계통과 완전히 격리되므로 원자로용기는 원자로공동에 개방된

다. 따라서 개방된 유로를 통해 고온측에서 노심을 거쳐 저온측으로 자연대류가 형성되

면, 원자로공동에 있는 대량의 공기가 노심으로 유입되어 유입된 공기중 산소가 흑연 구

조물과 산화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공기유입사고는 사고 진행에 따라 감압 단계와 

분자확산 단계 그리고 자연대류 단계로 분류된다. 파단 직후 원자로계통이 급속히 감압되

어 원자로공동과 압력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후 원자로공동내의 공기가 분자확산에 의해 

원자로용기내로 유입되는데,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이 매우 적으므로 흑연산화 반응도 미

약하다. 비록 반응이 미약하지만 흑연산화반응에 의해 산소가 CO와 CO2와 같은 무거운 

화학종으로 전환되어 유체의 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장시간이 지난 후 유체의 도 

차에 의한 부력이 커지면 원자로용기 전체에 걸쳐 자연대류가 발생하고 대량의 공기가 

유입된다. 흑연산화 반응은 극렬해져 발열량의 증가로 흑연 구조물 및 핵연료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림 3.3.1.?은 자연대류 발생후 대량의 공기유입으로 흑연산화반응에 의한 

노심내 온도 변화를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급격히 소모됨에 따라 종국에는 산소 

고갈로 흑연산화 반응이 멈추고 노심 잔열은 RCCS에 의해 제거된다. 

LPCC/Air-Ingress 사고시 예상되는 PIRT 주요현상 규명을 위하여 수행한 분석을 위한 

참조원전으로는 PMR의 경우, 냉각재 출구온도 950℃의 600MWth PMR(INL Data)을 선정

하 으며 PBR의 경우는 400MWth PBR(남아공 Data)을 참조원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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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Scoping 해석에는 공기유입사고 분석용으로 개발된 GAMMA 코드[Lim, 

2006.1]를 적용하 다. 그림 3.1.3.?은 공기유입사고 분석을 위한 PMR 참조원전의 계통모

델로 원자로압력용기에 연결되는 입․출구 배관을 경계로 한다. 모든 고체 역에는 다차

원 열전도 모델을 적용하고, 특히 노심의 경우에는 개발된 핵연료/다차원 열전도 연계 모

델을 적용한다. 구조물로 둘러싸인 공동에서는 복사 열전달이 추가로 고려된다. 원자로공

동내의 복사열전달의 경우 RCCS 튜브를 원주방향으로 세부 분할한 3차원 모델을 이용하

여, 원자로압력용기 외면과 원자로공동 내벽 사이에서의 열교환을 계산한다. 유체 역의 

경우 원자로압력용기내 역은 일차원 유동 모델로, 원자로공동은 다차원 유동 모델을 이

용한다. 사고 모의시 냉각재 입․출구 유로가 원자로공동 하부노드(F350)로 연결되어 원

자로공동 용적의 향을 고려한다. 

그림 3.1.3.?는 순수공기를 가정하 을 경우 흑연산화반응을 고려한 계산 결과로, 자연

순환은 250 시간에 발생하고 공기유입유량은 약 0.3 kg/s이다. 대량의 공기가 노심으로 

유입됨에 따라 활발한 흑연산화 반응으로 큰 발열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심 하부반사체

와 노심 하부 역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후 일정 온도 수준에서 안정화되는데 이

는 흑연산화에서 발생한 열과 노심 붕괴열의 합이 자연순환 대류 열제거량과 RCCS로의 

열제거량과의 합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림 3.1.3.8 PMR 참조원전에 대한 GAMMA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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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PMR 참조원전에 대한 공기유입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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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자로 설계에서는 원자로공동은 제한된 용적을 가지므로 공기의 용적 또한 제

한된다. 그림 3.1.3.?은 PMR 참조원전에 대해 원자로공동 용적을 50,000m
3 
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공기유입사고 계산 결과를 보여 준다. 300 시간에서 자연대류가 발생하며 그 이전

까지의 거동은 공기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같다. 자연대류에 의해 다량의 공

기유입으로 극렬해진 흑연산화반응은 하부반사체 및 노심하부의 흑연구조물의 온도를 급

격히 상승시킨다. 자연대류 발생이후 산소의 양은 흑연산화에 소모되어 급격히 고갈됨에 

따라 흑연산화 반응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핵연료 및 흑연 온도가 감소한다. 



- 51 -

그림 3.1.3.10 PMR 참조원전에 대한 공기유입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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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참조원전에 대한 공기유입사고 사건 경과는 위에 기술된 PMR 참조원전의 계산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그림 3.3.3.?에서 보듯이 자연순환 개시점이 빨라지는 성향

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에서의 설계 차이에 기인한다. PMR 참

조원전의 경우 원자로압력용기내 유체 용적이 커서 분자확산에 의해 유입되는 공기가 큰 

유체 역을 채우는 데 오래 시간이 소요된다. 또 다른 주요 설계 특성 차이는 저온 유로

와 노심 중심부간의 거리에 있다. 저온 유로가 노심으로부터 멀수록 보다 낮은 온도 조건

에 있게 되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분자확산계수가 작아서 분자확산 과정이 느리게 진행된

다. PBR 참조원전의 경우 유체가 차지하는 용적이 작고 저온 유로도 외각반사체 역내

에 위치하여 고온의 노심부과 가까워져 높은 온도 조건에 놓이게 된다. PBR 참조원전은 

분자확산을 가속시키는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분자확산 과정이 상당히 짧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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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 PBR 참조원전에 대한 공기유입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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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조원전 LC Scoping 해석

PIRT 현상 규명을 위하여 Helium Flow Control 과도상태에 대한 예비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참조원전으로는 HPCC와 마찬가지로 입출구 온도 490 / 950℃ 조건의 PMR 

600MWth을 선정하 으며 해석코드로는 MARS-GCR을 사용하 다. 기본 해석 모델은 

HPCC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냉각재 유량 변화에 따른 반응도 궤환효과를 보기 위해 점 

동특성 모델(point kinetics model)을 추가하 다. 그림 3.1.3.? ~ ?에 온도에 대한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계수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핵연료 온도계수는 온도 범위에 상관없

이 항상 음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자로 안전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핵

연료 온도계수가 항상 음의 값을 갖는 반면 감속재 온도계수는 연소도 및 온도 변화에 

따라 (+) 또는 (-) 값을 갖는다. 정상운전 온도 범위 내에서 감속재 온도계수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 값으로 증가하며 온도에 대해서는 (-) 값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해석에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핵연료 역에서는 least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값을, 감속재 역에서는 most positive 값을 사용하 다. 사고 초기 조건은 전

출력 운전상태이며 사고 발생후 10초 만에 냉각재 유량을 70% 수준으로 감소시킨 후 안

정상태가 이루어지면 다시 10초 만에 100% 수준으로 냉각재 유량을 회복시켰다. 

해석 결과, 그림 3.1.3.?에서 보듯이 냉각재 유량 과도상태시 원자로 출력이 over-/ 

under-shoot하는 경향을 보이나 어떤 경우에서도 핵연료 온도는 운전제한치인 1250℃ 미

만을 유지하므로 안전을 위해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3.?). 또한 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 상승시에도 출력이 감소하므로 노심 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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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pler 궤환효과는 감속재 온도계수에 비해 노심 출력제어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12 온도에 대한 Doppler 계수

그림 3.1.3.13 온도에 대한 감속재 온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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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수력/안전해석코드 선정평가

초고온가스로 해석체계의 해석능력 보유 여부는 초고온가스로의 연구, 설계 및 인허가

에 해석결과의 불확실도 등 신뢰도와 이에 따른 해석체계의 추가적인 개발요건의 도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해석체계의 해석능력 평가를 위하여 우선 주요사고에 대한 PIRT

를 생산하고, 도출된 주요 현상에 대하여 해석체계의 해석모델 보유여부 및 적절성 평가

를 통하여 해석체계의 해석능력을 평가한다. 해석모델이 부재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해석

모델을 보강한다. 최종적으로는 실험결과를 이용한 해석체계 평가계산을 통하여 코드 불

확실도를 정량화하여 최종 계산결과에 반 한다. 본 절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대표사고인 

HPCC, LPCC/Air-Ingress 및 LC 사고에 대한 PIRT로부터 도출된 열수력/안전해석 주요

현상에 대하여 MARS-GCR 및 GAMMA 코드의 해석능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 으며 이

를 근거로 해석체계의 개발요건을 도출하 다. 평가계산을 통한 정량적인 평가는 제 3절 

Key Scoping 해석에 기술하 다. 

가. MARS-GCR 및 GAMMA 코드 해석능력 평가

MARS-GCR 코드는 경수로 및 중수로를 대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MARS 코드의 해석능력을 가스로 해석으로 확장한 코드이다. MARS 코드는 이상유동 다

차원 수력보존식을 갖추고 있으며 1차원 열전달, 노심 동특성 및 다양한 기기해석 모델과 

운전원 조치를 모의할 수 있는 계통해석 코드이다. 가스로 해석능력 보강을 위하여 가스

특성, 가스유동 열전달 및 압력강하, 복사열전달 및 접촉열전달 모델 등이 보강되었다.

GAMMA 코드는 공기유입사고 해석을 위하여 I-NERI 과제로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

원자력연구원 공동으로 개발한 코드로서, 단상유동 가스혼합체의 다차원 수력 및 열전달 

보존식을 갖추고 있다. GAMMA 코드는 공기유입사고 해석을 위한 분자확산 및 공기-흑

연반응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코드의 계통해석 적용을 위하여 

계통모델을 보강하고 있다. 

표 3.1.4.?은 HPCC, LPCC/Air-Ingress 및 LC 사고 PIRT에서 도출된 주요현상에 대한 

MARS-GCR 코드와 GAMMA 코드의 해석능력 평가 결과이다. 표에서 “○"는 해석능력 

보유, ”△“는 부분적 해석능력 보유, ”X"는 해석능력 미보유를 나타낸다.

표 3.1.4.1 PIRT 주요현상에 대한 MARS-GCR 및 GAMMA 코드 해석능력

A. Reactor Vessel
A-1. Core and Reflector( including Bypass)

Phenomena GAMMA MARS-GCR
flow distribution O O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O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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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initial stored energy O O
power distribution O O

decay heat (including power distribution) O O
reactivity feedback △ O

fuel/reflector conductivity O O
fuel/reflector specific heat O O

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 △

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O O
radiation heat transfer O O

graphite oxidation △ ⅹ

bulk CO reaction △ ⅹ

molecular diffusion  O ⅹ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O O
core material distribution (configuration) O O

A-2. Inlet Plenum
Phenomena GAMMA MARS-GCR

flow distribution △ △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 O

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bulk CO reaction △ ⅹ

molecular diffusion  O ⅹ

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 △

graphite oxidation (PBR) △ ⅹ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O O

A-3. Riser
Phenomena GAMMA MARS-GCR

flow distribution O O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O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radiation heat transfer O O
gas conduction O O

bulk CO reaction △ ⅹ

molecular diffusion  O ⅹ

graphite oxidation (PBR) △ ⅹ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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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Top Plenum & Components
Phenomena GAMMA MARS-GCR

flow distribution △ △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 O

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 △

hot plumes △ △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O O
thermal resistance/heat capacity of shroud △ O

bulk CO reaction △ ⅹ

molecular diffusion  O ⅹ

graphite oxidation (PBR) △ ⅹ

A-5. Outlet Plenum & Components
Phenomena GAMMA MARS-GCR

flow distribution △ △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 O

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thermal mixing and stratification △ △

jet discharge △ △

thermal striping △ △

bulk CO reaction △ ⅹ

molecular diffusion  O ⅹ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O O
graphite oxidation (PBR) △ ⅹ

B. Reactor Coolant Loop (RCL): Hot & Cold Pipes
Phenomena GAMMA MARS-GCR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 O

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pipe/insulator conduction O O
critical flow O O

bulk CO reaction △ ⅹ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O O

C.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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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RS-GCR 및 GAMMA 코드 열수력모델 개선사항 도출

코드 해석능력 평가결과 GAMMA 코드는 LPCC/Air-Ingress 코드 해석능력을 보유하

C-1. Reactor Cavity
Phenomena GAMMA MARS-GCR

flow distribution O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radiation heat transfer O O
gas conduction O O

conduction to ground O O
dust from core ⅹ ⅹ

air purge and gas species distribution O O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O O

C-2. RCCS tube (Air Duct)
Phenomena GAMMA MARS-GCR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O O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radiation heat transfer O O
fluid properties (humidity) O O

C-3. RCCS Piping and Chimney
Phenomena GAMMA MARS-GCR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O O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 △

flow mixing in piping plenums △ △

buoyancy flow in chimney O O
fluid properties (humidity) O O

D. Power Conversion Unit (PCU)
Phenomena GAMMA MARS-GCR

turbine performance △ △

turbine valve performance △ O
recuperator performance O O

coolers performance O O
compressor perform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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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MARS-GCR 코드는 HPCC 등 Air-Ingress 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해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석체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코드 열수력모델 개선사항

으로, 두 코드 모두 혼합 및 자연대류 조건에서의 압력강하, 다차원 열전도, 접촉열전달, 

흑연블럭 수축 및 팽창에 의한 노심유동 분포, 국부 유동분포, 열혼합 및 층류, 열기둥 등 

주요 열수력 현상과 순환기와 터빈기기 성능과 관련한 열수력 모델 등이 도출되었다. 

Air-Ingress 사고해석을 위한 GAMMA 코드의 경우 공기-흑연반응 모델의 개선 및 검증

이 요구되며 향후 GAMMA 코드를 계통해석 코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노심 반응도, 

열전달 및 압력강하 모델, 밸브모델 및 계통제어 모델 등의 보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고시 흑연 분진의 거동해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석체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평가는 HPCC, LPCC/Air-Ingress 및 LC 사고의 PIRT 주요현상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ATWS, WI, HU 사고에 대한 PIRT가 생산된 후 해석능력의 추가적인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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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온가스로의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수집 및 평가

VHTR 연구 개발 과정에서 건설된 열수력 및 안전 관련 실험장치들에 대한 조사 결

과, 모두 51개의 다양한 실험 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실험 장치 중 11개는 상

용로 또는 연구로인데 VHTR의 높은 고유안전성 덕분에 다양한 원자로 사고실험을 원자

로에서 직접 수행하 다. 원자로를 활용하여 실험하는 경우는 주로 노물리 및 안전관련 

실험이며 기본적으로 실험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측정센서를 원자로에 자유

롭게 설치하지 못하므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제어봉 집합체 구동장치

(CEDM), 노심핵연료, 순환기, 열교환기 고온가스덕트 등 개별적인 장치나 부품 등은 별

도의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설계자들이 설계 코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한 코드를 검증하기

에 유용한 실험 자료들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험 DB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일

차적으로 51개 실험장치에 대한 자료조사를 완료하 으며, 코드개발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실험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험매트릭스분류표(Code V&V 

Matrix) 및 실험장치의 세부사양을 기록한 표를 작성하 다.

1. 열수력/안전해석 실험장치 정보 수집 및 평가

실험장치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서이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실험자료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실험장치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이거나 간단하게 기술되나 실험장치의 기술보고서가 있는 경우 인용을 하

게 되므로 유용하다. 특정한 실험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치를 제작한 기관에서 발

행하는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술되므로 이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논문처

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확보하여도 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 번역해야하는 번거

로움이 뒤따른다. 대학에서 만든 실험장치의 경우 기술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장치가 

소규모인 경우에  실험장치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런 경우

는 논문과 세미나 자료를 통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장치의 기본정보를 확보하 다. 조

사결과 열수력 및 안전 관련 실험장치는 51개로 실제 상용원자로가 실험장치로 쓰인 경

우로부터 책상 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실험장치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실험장

치들을 조사하 다(표 3.2.1.? ~ 3.2.1.?).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남아프리카 중국 프랑

스 미국 등 각국에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험장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 다. 제외한 

이유는 계획대로 건설이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또한 건설을 하기로 결정하 다 하더

러도 가치있는 실험자료를 생산하는 데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51개의 실험장

치는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 다 - 원자로 및 연구로, 다목적 실험루프, 

분리효과실험장치 및 부품시험장치. 구분된 실험장치들의 고유한 특성을 다음 절에서 기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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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및 연구로 (Nuclear reactors)

상용원자로 및 연구로를 활용하여 노심특성실험, 원자로 안전실험, 핵연료 실험, 열교

환기성능실험 및 순환기성능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 DB이다. 실제원자로를 사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므로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 유리하나 측정장비 설치에 어려

움이 있다. 

장치 예) PMR: Dragon, Peach B, FSV, HTTR, etc.

PBMR: AVR, THTR, HTR-10, etc.

나. 다목적 실험루프 (Multi-purpose gas loops)

원자로를 소규모로 모의하여 열수력실험, 원자로 안전실험, 부품 실험을 수행하는 다목

적의 가스루프로 원하는 실험 자료를 정확하고 자세히 측정할 수 있어 원자로 건설 전에 

설계검증 용으로 많이 쓰이는 DB이다. 

장치 예) KVK, Comedie, HANDEL, ST1312, etc

다. 분리효과실험장치 및 부품시험장치 (SET & Component test facilities)

한 가지 관심있는 실험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험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유리

하고 측정도 매우 우수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부품실험장치의 경우 부품을 Scale-down하

여 기본실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자로에 장착할 경우 Full-Scale로 제작하여 검

증실험을 할 경우가 많다. SET (seperated effect test) 실험장치는 학교에서 혹은 연구소

에서 예비실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험자료에 대한 신뢰도도 다양하다. 

SET 실험 DB는 실험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실험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용하여 할 

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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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실험장치 정보 I: Nuclear Reactor and Gas Loop

Pressure Temp. Flow Power

MPa ℃ kg/sec MW

ML-1 2 650 3.3 N2 First gas turbine 1961-1965 U4

Dragon 2 750 20 He Block core demo. 1964-1976 1

Peach B 2.3 728 115 He Fuel rod core demo. 1966-1976 1, U4

UHTREX 4 1300 1.29 3 He VHTR demo.,Ceramic fuel 1966-1970 1

FSV 4.9 785 842 He Comercial Reactor 1977-1989 1, U4

HHV 5 850 200 90 He High-T Turbine Stop 1981 G7

AVR 2.3 950 4 49 He Pebble core demo. 1966-1988 G7,G10

THTR-300 3.9 750 750 He Comercial Reactor 1985-1989 1, U4

OGL-1 3.5 1000 0.1 0.1 He Fuel Irradiation 1977-1995 J4

HTTR 4 850 30 He Advanced PMR demo. Operation J2

HTR-10 China 3 700 4.32 10 He Advanced PBMR demo. Operation C1-C7

KVK Germany 4 950 3 10 He Multi-Purpose test G8,G8-1

ST-1565 5 1,000 0.1 0.5 He HGD, S/G, HX etc. Start 1979 R1

ST-1383 4.9 345 95 1 He Circulator, valves R1

ST-1312 5 965 6.5 15 He S/G, HX and structural ele Stop 1994 R1

Comedie France 7 850 0.045 0.05 He Multi-Purpose test F2

SGL atm 1100 0.01 0.1 He Basic Test Start 1971 J3

HTGL-(1) 4.2 1000 0.1 0 He Fuel, HGD Start 1972 J3

HTGL-(2) 4.2 950 0.03 0.05 H2 He/H2 & HX, Circulator Start 1976 J3, J5

HANDEL 4 1000 4(0.4) 11(25) He Multi-Purpose test Stop 1995 J1

INET-He China 4 950 1.5 500 He Hot Gas Duct Operation C3

Japan

Ref.

Nuclear reactors

Japan

Russia

Multi-purpose gas loops

Design Specification

Name Nation Gas Objective Status

USA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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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실험장치의 정보: SET or Component Test I

Pressure Temp. Flow Power

MPa ℃ kg/sec MW

CFTL 10.7 600 10 5 He Component test 1967 U1

PLUM 1.5 600 0.24lb/s 0.2 He Fuel test 1967 U2

MIR Thermal-fluid dynamics
Lower plenum CM1

NSTF 640 0.22 Air/
Water

Natural convection
RCCS Operation CM1

SANA 1 - 1200 - 0.05 He Fundamental test G1, G2

NACOK 1200 0.003 0.174 Air
Air ingress, Natural

circulation
Graphite oxidation, RCCS

Operation G3, G4
I-NERI05

PNP 0.6 90 9 0.42 N2 1/5.6 model G5

AVA 0.13 40 20 2 He 1/2.9 flexiglass model G6

EVO 2.7 750 160 He PCU Direct cycle plant Stop 1981 G7

EVO II Direct cycle Helium
turbine plant

EVA-II 4 950 3.8 10 He Steam reformer bundle G11,G13

ADI 7 950 4.5 0.2 He PNP Rx. Thermal insulator G9,G9-1

THERA 1,000 O2,
CO2 Graphite oxidation

MASEX 1.5 He-air Heat and mass transfer Start 1991 R2

ASTRA 0.25 700 0.07 N2 Critical facility, Fuel
handling, CEDM test Operation R2

USA

Germany

Russia

SET or the Component Test Facilities I

Ref./
Source

Design Specification

Name Nation Gas Objectiv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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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실험장치의 정보: SET or Component Test II

Pressure Temp. Flow Power

MPa ℃ kg/sec MW

HETAP 10 850 He Metallic heater test Operation F1

MISTRA atm Thermal-fluid dynamics
Validation of CFD codes Operation CM1

HETHIMO 10 1,000 0 0.04 He Insulator, Piping Operation F1

INSULATOR 5 400 0.5 100 He Insulator, Incore Struc. Start 1975 J3

HOT DUCT 4 1000 0.007 He Thermo-Structure Start 1978 J3

INCORE 4 400 0.25 0.1 He Core Bottom & Graphite J3

HTLGT 1 650 2 He PCU test Operation J4

PFTL Ball Pebble flow SA1

PBMM 1100 1 N2 PCU test Operation SA2

HTF 9.5 660 2.47 He Components test Operation SA3

HTTF 1200 Conduction of pebbles Operation CM1

SNU-1 atm 300 40 m/s 0.005 Air RCCS,  Radiation Dismentled K1, K2

SNU-2 atm 50 65 m/s Air CFD, contact conductance Operation K3

KAIST-1 atm 1500 0.2 m/s O2
CO2

Air ingress,
Graphite Oxidation Operation K4

KAIST-2 atm 800 0.035 0.03 Air Heat exchanger (PCHE) Operation K5

KAERI 6 950 0.033 0.06 N2 Component test Operation K6

Japan

Korea

Nation

Design Specification

Gas Objective

France

South
Africa

Name Status Ref./
Source

SET or the Component Test Facilitie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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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 수집 및 평가

상용원자로 및 연구로는 운전 자료 자체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핵연료 블록을 

예를 들면 핵연료 설계를 수행하고 원자로심에서 설계한 기간 동안 태우고 난 후 기계적

인 건전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핵연료 설계의 검증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여기에 구체적인 혹은 미세한 형상 변화를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DB화 할 수 있다. 이

러한 단순한 계속운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품들중 우선적으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것은 

노심과 반사체, CEDM, IHX, 순환기 등이며 대부분의 원자로에서 가장 관심있게 조사된 

것은 노심특성이었다(표 3.2.3.?). 검증이 필요한 14가지의 부품 중에서 SET 실험으로 충분

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밸브, recuperator, riser 등은 원자로 실험에서 수행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현상관점에서는 11개의 세부현상 중에서 전도 및 복사 열전달, 유동분

포, 압력강하 등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얻어냈는데 이는 원자로 내에 안전, 비용, 센서 

설치의 기술적 장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기 설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스로는 높은 고유안전성 덕에 LWR에서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다양한 원자로 사고실험

을 원자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AVR, HTR-10, HTTR 등 연구로를 활용하여 LPCC, 

LPCC, ATWS(core heat-up) 및 water ingress 등 다양한 사고시험을 수행하 으며, 상용

원자로인 FSV에서 고의적은 아니었으나 증기타입의 순환기에서 실링의 파손으로 증기가 

유입되는 사고로 air 및 water ingress 사고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최근에 지어진 일본의 HTTR 및 중국의 HTR-10은 현재 가동 중이며 고온가스로 개발 

연구에 가장 이상적인 실험로이다. 최신 설계된 핵연료, IHX, 순환기 등의 검증이 가능하

며 HTTR의 경우 원자로 출구온도를 초고온가스로(VHTR) 목표치인 950℃까지 올리고 장

기 운전시험을 계획하고 있어 VHTR 개발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 코드 V&V Matrix 개발

가. 주요 실험 DB 정보 구조

주요 실험과 관련된 실험장치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실험장치별로 실험매트릭

스 표를 작성하 다. 51개의 실험장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조사할 실험자료는 사고 

대상항목은 PIRT에서 기술된 사고와 주요 현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부품시험을 추가

하 다. 대상항목이 많아 복잡한 실험매트릭스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실험매트릭스 표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대분류 항목을 두었다.

- 사고분류

 - 현상분류

- 부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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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류에서 세부항목에는 Air ingress, Water ingress, Loss of flow, Control rod 

withdrawal, ATWS, Load change 등 원자로 사고와 관련된 6개의 항목에 Hydrogen side 

upset 항목을 추가하여 모두 7가지 하부분류항목으로 세분된다. 사고 분류에 해당하는 실

험장치는 원자로를 이용한 실험이나 다목적대형실험장치를 활용한 실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고 실험은 단편적인 정보보다 종합적인 정보 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까지 Hydrogen side upset사고에 대한 실험은 수행되지 않았고 계획된 실험장치도 아직 

없지만 실험매트릭스에 도입한 것은 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앞으로 원자력수소연구

분야에 매우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현상분류에서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이 대류열전달을 포함하여 12가지 하부분류항목으

로 세분하 다. 

1. Convection HT

2. Conduction HT

3. Radiation HT

4. Flow distribution

5.   Pressure drop

6. Bypass flow

7. Thermal mixing

8. Molecular diffusion

9. Natural circulation

l0. Jet discharge 

l1. Bulk CO reaction

l2. Graphite oxidation

현상에 대한 실험은 학계와 연구계에서 많은 실험을 수행하 는데 이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가스로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매트

릭스표 상에서 세분된 항목 중 열전달 관련 실험은 하나로 묶지 않고 전도 대류 및 복사 

열전달로 자세히 나누었다. 이는 문제에 따라 독립된 열전달 실험을 수행한 실험장치가 

많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노심에서 열전달 현상은 흑연의 전도와 복사가 노심해석에 

주요 인자로 작용하나 노심 상부와 하부플레늄은 대류와 유동분포가 주요인자로 작용한

다. 그러나 한 가지 실험장치로 이 두 가지 현상을 보기에는 실험적인 관점에서 비 효율

적이다. 전도나 복사 실험은 고온가열이 필요하나 유동분포와 대류열전달은 비교적 단순

하게 실험장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복사나 전도에 관한 실험은 노심을 실제크기로 

모의한 SANA와 같은 대형실험장치를 구비하여 수행한 것도 있지만 간단한 실험장비로 

원자로 구조물의 복사실험만 수행한 경우도 있다. 대류실험의 경우는 열교환기 실험이나 

유동분포 실험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상분류표에서 사용자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험매트릭스표의 장점은 사용자가 관심있는 연구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DB에서 제공하는 실험장치로부터 신규실험장치의 기본설계정

보를 도출하기 용이하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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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항목은 순환기를 포함하여 14개의 하부분류항을 갖추었다.

l. Top & Lower plenum

2. Core & reflector 

3. Riser

4. Internal insulation

5. CEDM

6. Hot gas duct

7. IHX

8. Circulator

9. PCU (integrated)

l0. Turbine

l1. Compressor

l2. Recuperator

l3. Valve

l4. RCCS

부품시험은 주로 원자로나 대형실험장치에서 노심, 반사체, IHX, 순환기 등에 대하여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다. 순환기와 같은 독립적인 부품이 아니지만 원자로 압력경계 내에

서 검증하여야 되는 부속품인 Riser, Upper or Lower Plenum, Internal insulation 등도 

부품의 세부항목으로 편입하 다. 이들은 원자로에서 성능검증이 단편적으로 밖에, 즉 결

과론적으로 밖에 도출이 되므로 예측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가 크다. 따라서 대

형실험장치나 단위실험장치에서 반드시 독립적인 검증이 되어야 한다. 부품개발은 부품의 

이론적성능평가 단계, 기초실험단계, 시편제작시험단계, 완제품시험단계로 순차적으로 이

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험장치의 규모도 같이 소형 중형 대형으로 발전하게 된

다. 따라서 조사된 실험장치들도 이런 개발과정에 따라 시험 규모가 다양하 다. 실험매

트릭스표에서는 실험장치에 대한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항목에 대한 시험에 

대하여 개발단계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실험매트릭

스표에 제공된 실험장치명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제공한 실험장치정보표(표 3.2.1.? ~ 

3.2.1.3)와 참고문헌표(표 3.2.3.3)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장치의 규모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실험매트릭스 및 실험장치 표 작성

 조사한 실험장치는 이렇게 분류한 세부항목에 대응하는 실험을 수행하 을 경우에 세

부항목 열에 표시하여 51개 실험장치가 수행한 실험을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

록 표 3.2.3.? 및 3.2.3.?를 작성하 다. 실험매트릭스는 실험장치명, 해당국가, 원자로형태

(PMR or PBMR) 정보와 앞 절에서 기술한 사고, 현상 및 부품항목들에 대한 실험의 

Map을 제공한다. 실험매트릭스 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관심 있는 실험 

정보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실험의 DB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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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부사양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표를 작성하 다(표 3.2.1.? ~ 3.2.1.3). 실험장치의 참

고자료는 실험장치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보고서를 선정하 으나, 일부 장치는 저널에 발

표된 실험논문이나 세미나자료를 선정하 으며 표 3.2.1.?에 나라 별로 분류한 참고문헌명

을 수록하 다. 실험장치는 장치의 규모와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 다. 

1. Nuclear reactors

2. Multi-purpose gas loops 

3. SET & Component test facilities

실험장치표에는 실험장치를 보유한 국가와 장치의 기본사양인 작동유체, 설계압력, 설

계온도, 설계유량 및 사용전력 자료를 수록하고, 실험목적 란에는 실험장치를 대표할 수 

있는 실험을 기술하 다.  MISTRA, SNU-2와 같이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 

연구를 목적으로 유동분포를 연구하는 목적의 실험장치는 가열하지 않고 대기압에서 실

험을 수행한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사양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해당항목을 채우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조사된 실험장치는 현재 가동 중인 것도 있지만 장치는 폐

기되고 자료만 남은 것도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실험장치표에 Status 란을 마련하여 제

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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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실험매트릭스 I: Nuclear Reactor and Gas Loop

Facility Nation Type*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Facility

ML-1 - O O O O O O ML-1

Dragon PMR O O O O O Dragon
Peach B - O O O Peach B
UHTREX PMR O UHTREX

FSV PMR O O O O O O O O O O FSV
HHV PBMR O HHV
AVR PBMR O O O O O O AVR

THTR300 PBMR O O O THTR300
OGL-1 PMR O OGL-1
HTTR PMR O O O O O O O O O O O O HTTR

HTR-10 China PBMR O O O O O O O O O O HTR-10

KVK 독일 Both O O O O O O KVK
ST1565 Both O O O ST1565
ST1383 PMR O O O ST1383
ST1312 PMR O O ST1312
Comedie France Both O O O O Comedie

SGL PMR O O SGL
HTGL-(1) PMR O O O O HTGL-(1)
HTGL-(2) PMR O O O O O HTGL-(2)
HANDEL PMR O O O O O O O O O O O O O HANDEL
INET-He China PBMR O O INET-He

USA

Germany

Japan

Nuclear reactors

Gas loops

Russi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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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실험매트릭스 II: SET or Component Test

Facility Nation Type*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Facility

CFTL PMR O CFTL
PLUM - O PLUM
MIR PMR O O O O O O MIR

NSTF Both O O O O O O O NSTF
SANA PBMR O O O O O O SANA

NACOK PBMR O O O O O O O O O O NACOK
PNP PBMR O O O O O O PNP
AVA PBMR O O O AVA
EVO PBMR O EVO
ADI PBMR ADI

THERA PBMR O O O THERA
MASEX Both O MASEX
ASTRA Both O O ASTRA
HETAP Both O HETAP

HETHIMO Both O O HETHIMO
MISTRA Both O O O O O MISTRA

NSULATOR PMR O O O INSULATOR
HOTDUCT PMR O O HOTDUCT
INCORE PMR O O O O O O O INCORE
HTLGT PMR O HTLGT
PBMM PBMR O O O PBMM
HTF PBMR O O HTF

HTTF PBMR O O HTTF
SNU-1 Both O O O SNU-1
SNU-2 PBMR O O SNU-2

KAIST-1 PMR O O KAIST-1
KAIST-2 Both O O O KAIST-2
KAERI PMR O O O O O O KAERI

SA

Korea

SET or component test facilities

USA

Germany

France

Japa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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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Key Scoping 해석 

1. 실험자료 평가계산

가. Pebble Bed Micro Model (PBMM) 벤치마크 

지금까지 Brayton cycle 전력변환장치의 정상 및 과도거동 예측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해석적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IAEA는 Pebble Bed Micro Model 

(PBMM) 실험을 CRP-5 검증문제로 선정하여 코드 해석능력에 대한 다자간 평가 계산을 

수행하 다[IAEA, 2004]. 본 연구에서는 MARS-GCR 코드를 이용하여 PBMM 문제의 정

상상태 및 과도상태를 해석하 다.

PBMM은 단상 원심 압축기와 터빈을 사용하여 한 쌍의 고압 압축기와 터빈, 저압 압

축기와 터빈, 그리고 동력 터빈과 발전기로 구성되어 3 축(Three Shaft)을 가지는 장치이

다. 또한 고온가스로의 동력변환장치를 모사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폐복열기 브레이튼 싸

이클을 가진다. 그림 3.3.1.1은 PBMM 모델에 대한 MARS-GCR 코드 노드 구성도로서 총 

210개 볼륨을 사용한다. 저압 압축기와 외부부하냉각기(ELC)의 입구 압력은 계산을 위한 

압력 경계조건으로 사용하 다. 표 3.3.1.1은 PBMM의 정상상태에서의 운전 조건을 보여

준다.

(1) 정상상태 해석 결과

PBMM에서 폐루프의 정상상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MARS-GCR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 다. 먼저, 그림 3.3.1.1에서 노드 350과 110사이의 밸브는 처음에 

닫혀 있게 만들고 노드 350과 360사이의 밸브는 열려 있게 구성하여 PBMM의 전체 루프

를 개방루프로 만들어 계산한다. 이러한 개방루프 상태에서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면서 

노드 110과 350의 압력이 루프저항에 적응하도록 하여 같은 값을 갖도록 한다. 또한 히터

의 출구온도는 실험 데이터에서 요구하는 값을 유지하도록 히터의 열속을 유지하 다. 개

방루프가 안정화 되었을 때 노드 350과 110사이의 밸브를 열고 동시에 노드 350과 360사

이의 밸브는 닫히도록 하여 전체 루프가 폐유로를 이루도록 구성하 다.

정상상태 해석 결과를 표 3.3.1.2에 요약하 다. 표에서 보듯이 95 kPa의 경우에 대한 

온도결과는 복열기의 저압 출구의 비교결과가 실험의 계산결과보다 최대 약 9 %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비교적 평균 편차가 약 2.5 %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을 보여준다. 압력에 대한 해석 결과는 실험자료와 비교할 때, 고압터빈 출구에서 최대 5 

%의 압력차를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실험 결과에 근접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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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PBMM의 정상상태 운전 조건

Nominal LPC inlet pressure 95kPa 115kPa

Suction pressure of LPC [kPa] 94 113.5

Heater outlet temperature [°C] 647.7 649.7

CW flow rate PC [kg/s] 2.05

CW flow rate IC [kg/s] 1.63

CW flow rate ELHX [kg/s] 1.2

CW temperature[°C] 14.2

CW pressure [kPa] 350

Nitrogen purity[%] 100

Valve opening on ELC Fully open

Compressor bypass valves Closed

표 3.3.1.2 PBMM 정상상태 질량 유량과 터빈 회전속도 결과 비교

EXP MARS-GCR Difference

MASS FLOW RATE [kg/s] [%]

Brayton cycle 0.449 0.4659 - 3.76

External load compressor 0.529 0.5624 - 6.3

TURBINE SPEED [rpm] [%]

HPT speed 66,298 64,958 + 2.02

LPT speed 63,707 64,498 + 1.24

PT speed 32,294 29,623 + 8.26

그림 3.3.1.1 PBMM의 MARS-GCR 코드 노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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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량 유입 사고 해석 결과

질량유입 사고 초기 조건은 히터 출구 온도가 650°C이고, 저압압축기의 입구 압력이 

95 kPa의 경우의 정상 상태이다. 저압 압축기의 입구에서 63초 동안 0.0227 kg/s의 질소

가 유입된다. 이의 모사를 위해서 MARS-GCR에서는 그림 3.3.1.1에서 예비냉각기의 위쪽 

노드 860에서 질량유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그림 3.3.1.2는 질량유입 사고시 저압 압축기 입구압력의 실험값과 계산값을 보여준다. 

질량유입이 끝나는 63초 근처에서의 실험값과 계산값의 압력은 각각 107.16 kPa, 109.55 

kPa로 압력차는 약 2.2%이다. 하지만 질량유입이 정지된 뒤 발생하는 열손실을 MARS- 

GCR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2 질량 유입 사고 저압 압축기 입구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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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은 저압 압축기의 회전속도를 보여준다. 질량유입이 끝나는 시점인 63초 근

처에서 실험값과 계산 결과는 각각 60,017 및 58,438 RPM을 가지며 두 값의 차이는 약 

2.6%이다. 고압 압축기와 출력터빈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질량유입

이 정지된 후 MARS-GCR의 저압에서의 속도는 질량유입전의 초기 속도를 회복하지 못

하는데 이는 저압에서의 저항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4는 

복열기의 입구 바로 앞단 환형 유로에서 측정 압력과 계산 압력 결과를 보여준다. 질량유

입 정지 시 실험 자료와 계산 결과는 각각 300 및 315 kPa를 가지며 약 4.9 %의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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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모의 용기와 냉각용기 사이에는 환형유로가 존재하고 용기간 온도차에 의해 국부적 

자연유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동은 분자확산 과정에 향을 미치므로 환형 유로부는 다

차원 유체유동 모듈을 적용한다. 유입되는 공기중 산소와 흑연간의 산화반응을 계산하기 

위해 세가지 주요 화학반응 과정을 고려한다. 산소와 흑연간의 발열반응(C-O2)과 이산화

탄소와 흑연간의 흡열반응(C-CO2) 모델은 흑연부에만 적용되고, 일산화탄소와 산소간의 

발열반응(CO-O2) 모델은 전체 역에서 적용된다. 

그림 3.3.1.6 HTTR 공기유입 모의실험 장치에 대한 GAMMA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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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 하단의 밸브를 개방하면 외부 순수 공기가 모의실험 장치내로 서서히 유입하

며, 장시간이 경과한 후 고온부와 저온부사이의 도차로 인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자연

순환이 발생한다. 평가 계산에 이용한 실험은 총 15개 실험으로, 이중 10개는 흑연튜브 

온도조건이 같은 경우이고 나머지 5개는 온도조건이 다른 경우이다. 그림 3.3.1.7은 흑연

튜브 온도조건이 다른 경우중 중심 흑연튜브 온도가 850℃이고 주변 흑연튜브 온도가 

750℃인 실험에 대한 계산 결과를 실험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흑연 튜브 하단의 고온 플

레넘에서의 화학종 농도를 제외하고는 잘 예측하며, 특히 145시간 무렵에 발생하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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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개시점이 거의 일치한다. 

그림 3.3.1.7 흑연튜브 온도조건이 다른 경우 (중심/주변 흑연튜브 온도가 

850℃/750℃)에 대한 계산 결과

(a) 산소 농도 변화

(b)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고온가스로 공기유입사고시 사고경과를 지배하는 주요 인자는 자연순환 발생시점 

(onset time of natural convection, OTNC)과 이 때의 공기유입유량이다. 자연순환 개시점

은 노심부 흑연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는데, 이는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의 분자확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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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기 때문이다. 실험과정에서 공기-흑연 반응으로 공기중 산소가 산소보다 다소 무거

운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O2)로 변형되는데, 자연순환 개시점에 미치는 향은 

적다. 그림 3.3.1.8은 15개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자연순환 개시점에 대한 예측 오차

는 15% 이내로 상당히 복잡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3.3.1.8 HTTR 공기유입 모의실험에 대한 자연순환 개시점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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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FD Benchmarks

고온가스로에는 복잡한 3차원 유동현상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현상은 일부 역에 한

정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 코드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3차원 전산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을 이용한 상세계산을 필요로 한다. 3차원 전산

유체해석은 고온가스로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검증 작업이 요구되지만 

검증용 실험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검증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예비 CFD 벤치마크 해석을 위해 후향계단유동(Backward Facing Step Flow)의 재

부착거리(Reattachment Length), 플레이트-휜 형 열교환기의 압력강하를 대상 문제로 선

정하 다.

(1) 후향계단유동

후향계단의 형상은 단순하지만 후향계단을 지나는 유동은 박리(separation), 자유전단

흐름(free shear flow), 재순환(recirculation), 재부착(reattachment) 및 재발달

(redevelopment)과 같이 대부분의 유동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FD 벤치마크 문제

로 잘 알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향계단유동의 대상문제로 Armaly가 수행한 2차원

[Armaly, 1983]  및 3차원[Armaly, 2003] 후향계단 층류(laminar) 유동을 선택하 다. 범

용 코드인 CFX-10[ANSYS, 2005]과 In-house 코드인 LILAC[Kim, 2002]으로 해석을 수행

하고 두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 다. 

그림 3.3.1.9는 2차원 후향계단 유동해석을 위한 계산 역을 보여주고 있다. 유동은 층

류이며 선택된 레이놀즈수는 입구에서의 속도와 수력직경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00, 

200, 389이다. 경계조건으로 입구에는 균일 입구속도조건, 출구에는 질량보존조건을 적용

하 다. 가로방향으로는 대칭조건, 나머지 벽면에는 점착(no-slip) 조건을 주었다. 유체는 

20℃, 1기압의 공기이다. 

그림 3.3.1.9 2차원 후향계단 유동의 계산 역

Air 5.2

4.9

200 500

[Unit: mm]

y

x

해석격자는 200×30, 300×45, 400×60의 격자에 대한 민감도해석을 통하여 선택하 다. 

그림 3.3.1.10은 LILAC으로 수행된 격자민감도 테스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x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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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x/S)에서의 유동방향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S는 계단의 높이 4.9mm이다. 해

석결과에 따르면 격자크기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1.10 격자민감도 테스트 결과 (u-속도,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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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 유동방향 속도 분포 (Re=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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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5 레이놀즈 수에 따른 후향계단의 재부착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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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교환기 압력강하

고온가스로의 주요기기 중의 하나인 중간열교환기(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열교한기 압력강하 해석을 수행하 다. 고온가스로에서 계통압

력강하는 순환기 출력과 직결되어 원자로 효율에 큰 향을 미친다. 중간열교환기의 압력

강하는 전체 원자로계통 압력강하의 상당부분(최대 50%)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이 필요하다. 

열교환기 압력강하 예측을 위한 CFD 벤치마크의 하나로 플레이트-핀(plate-fin) 형태의 

하나인 offset strip-fin 형을 선택하 다. Offset strip-fin 형은 주기적으로 엇갈리게 배치

된 핀에서 층류 경계층의 성장과 후류(wake)에서의 소산(dissipation)에 의해 열전달이 증

진된다. 그림 3.3.1.16은 열교환기 형상과 계산에 사용된 격자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서 l은 핀의 길이, s는 핀의 폭, h는 핀의 높이, b는 핀의 두께이다. 해석을 위해 범용 

CFD 코드의 하나인 CFX-10을 사용하 다. 계산 역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핀의 폭 

방향으로 주기적인 경계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며 유동방향으로는 두 개의 

strip-fin이 주기적으로 15회 반복(총 길이 30 l)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반복형상이 끝나는 

유동 출구에는 길이 4 l의 충분한 직관을 만들었다. 이 역은 핀에서 발생한 박리유동이 

출구경계조건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해석에 사용된 strip-fin의 주요 치수는 다음

과 같다.

h = 2mm, s = 2mm, l = 5mm, b = 0.2mm, Dh = 1.942mm

수력직경 Dh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D h=
4shl

2(sl+hl+bh)+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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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6 Offset stip-fin 형상과 전산해석을 위한 격자계

CFD의 압력강하 예측 성능평가를 위해 난류모델 선택에 따라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난류유동 해석은 배제하고 층류유동에 대한 해석만 수행하 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

른 향은 없다고 가정하고 에너지 방정식은 해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입구 경계조건은 

주어진 레이놀즈수로부터 계산된 속도를 고정 값으로 설정하 으며 출구 역에는 일정 

압력 조건을 적용하 다. 가로 방향으로는 주기조건을 적용하 으며 나머지 역은 모두 

벽면이므로 속도가 0인 점착조건을 사용하 다. 유체는 25℃, 1기압의 공기이며 입구속도

와 수력직경을 기준한 레이놀즈수를  200~1000까지 100씩 증가시키며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3.1.17은 레이놀즈수 100과 900에 대한 속도벡터를 입구 역 중간단면에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유동방향으로 하나의 핀 역을 거친 후에 주기적인 속도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이것은 Offset Strip Fin 열교환기의 내부유동은 입구를 지난 직후 주기적인 

유동 형태로 발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을 지나는 유동형태는 다음과 같다. 자유흐름

은 핀의 전단(Leading Edge)에 부딪힌 후 핀의 벽면을 따라 경계층을 형성하고 후단

(Trailing Edge)를 지나서는 후류(Wake) 형태의 자유전단유동으로 발달되어 간다. 이 전단

흐름은 다음 핀을 만나게 되고 다시 경계층유동과 자유전단유동의 형성을 반복하게 된다. 

레이놀즈수 100과 900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유동 형태는 비슷하지만 자유전단유동의 발

달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 900의 경우에 자유전단유동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다음 핀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strip-fin 형태의 열교환기에 대해 많은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Manglik과 

Bergles는 18개의 실험 논문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압력강하 상관식[Manglik, 1995]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관식을 벤치마크용 데이터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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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운전자료 평가계산

가. HTR-10 정상상태

(1) 계산 방법 

원자로 운전자료 평가 계산에서는 중국 INET의 HTR-10 원자로[IAEA, 2001]에서 수행

된 일련의 시험 자료를 활용하 다. 평가 계산에는 국내 고유로 개발된 고온가스로 열유

체 안전/성능해석용 코드인 GAMMA[Lim, 2006.01]를 사용하 다. 

HTR-10 원자로의 유체 계통은 헬륨 냉각재에 의한 노심 냉각 계통과 RPV와 콘크리트 

벽면 사이 원자로공동 냉각계통(RCCS)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은 원통형 모양이며 핵연

료가 방출되는 하부 노심은 원추형(cone-shaped) 모양이다. 흑연 반사체 및 carbon brick 

반사체 들이 노심을 외각, 상부 및 하부에서 둘러싸고 있다. HTR-10 원자로의 GAMMA 

코드 입력 자료로서 그림 3.3.2.1의 유체 계통 모델, 그림 3.3.2.2의 고체 벽면 모델 및 그

림 3.3.2.3의 RCCS 경계 모델을 설정하고 전출력 초기 노심 정상상태 계산[전지수, 

2006.11]을 수행하 다. 10 MWth 전출력 초기 노심 정상 상태에서 원자로 입구 총유량 

4.32 kg/s, 입구 온도 250℃, 입구 압력 3 MPa, 출구 압력 2.992 MPa 및 50℃의 RCCS 

온도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온도 및 유동장 분포를 계산하고 22개 원자로 고정 계측 위치

에서 측정된 온도 자료와 비교하 다. 

그림 3.3.2.1 HTR-10 원자로 유체 계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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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HTR-10 고체 부분 모델

545
(10x11)

213

535
(10x5)

555
(10x3)

560
(10x5)

565
(10x5)

570
(10x3)

575
(10x5)

580
(10x11)

585
(10x2)

590
(10x5)

60
0 

(3
x2

1)

550
(10x5)

        

그림 3.3.2.3 HTR-10 RCCS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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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결과  

그림 3.3.2.4는 HTR-10 원자로의 고체 부분 전체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800℃ 이

상 높은 온도 역은 노심 출구의 중심에서 약 0.5m 반경 지역에 위치하 다. 고체 역 

온도는 노심 출구의 중심에서 반경 방향 및 축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페블노심의 최고 온도는 노심하부의 중앙 지역에서 발생하며, 여기

서 평균 페블 핵연료 온도 및 핵연료 중심 온도는 각각 909℃ 및 935℃이다. 

반경방향 온도 분포 자료로서 계산된 결과를 측면 반사체 및 고온 플레넘 지역에서 측

정된 온도 자료와 비교하 는데 계산된 결과는 측정치에 매우 근접하 다. 축방향 온도 

분포도 하부 carbon brick 및 핵연료 방출관 지역에서 측정치에 매우 근접하 다. 그러나 

핵연료 방출관 지역의 두 자료는 측정치보다 매우 낮은 온도를 예측하 다. 그림 3.3.2.5

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산된 결과는 22개 측정치와 비교해서 핵연료방출관 지역의 두 자

료만 제외하고 오차 ±10% 미만으로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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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TR-10 LOFC ATWS

(1) 시험 개요 

고온가스로 안전실증시험인 LOFC ATWS (loss of helium flow without reactor 

scram) 시험이 HTR-10 원자로에서 수행되었다. LOFC ATWS 시험은 헬륨 가스 순환기가 

갑자기 정지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해 원자로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 시험의 목적은 LOFC ATWS 가 발생한 후 원자로 노심 

온도가 상승하지만 음의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서 원자로 출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되어 

원자로가 안정화되는 원자로 고유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HTR-10 LOFC ATWS 

[INET, 2006.05a]는 3315 kW 출력, 입구 헬륨 가스 온도 212℃, 출구 헬륨 가스 온도 650 

℃ 및 주냉각 루프 압력 2476 kPa 인 초기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2) 계산 방법 

평가 계산은 GAMMA 코드를 사용하 으며 HTR-10의 계통 모델은 정상상태 온도 분

포 평가 계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GAMMA 코드는 원자로 복합 열전달 해석 성능

과 결합하여 즉발(prompt) 및 6-그룹 지발 중성자(delayed neutron)에 대한 노심 점동특

성(point kinetics) 방정식을 풀고 노심 온도 궤환, Xenon 농도 변화, 및 인위적 반응도 

변화(제어봉 삽입/인출) 등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고려하여 과도 상태 출력 거동을 모사

할 수 있다. 

노심 점동특성 방정식

                                                               

   1

I

i i
i

dP P C
dt

ρ β λ
=

−
= +

Λ ∑
                                                  (3.3.2.1)

   
,    for 1, 2, ,i i

i i
dC C P i I
dt

βλ= − + =
Λ

L
                                      (3.3.2.2)

where

 total thermal power, WP =

 reactivityρ =

 total fraction of delayed neutronsβ =  (=0.00726)

 fraction of each delayed neutroniβ =

={1.891e-4, 9.310e-4, 2.945e-3, 1.365e-3, 1.544e-3, 2.764e-4 } (for i=1,6)

 effective prompt neutron lifetime, sΛ =  (=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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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 of the delayed-neutron precursors, WiC =

-1 decay constant of the delayed-neutron precursors, siλ =

 ={3.87, 1.40, 0.311, 0.115, 0.0317, 0.0127} (for i=1,6)

,    for 1,2, ,j H
j j j

dH
H E P j J

dt
λ= − + = L                                        (3.3.2.3)

where

 power from decay heat group, j, (W)jH =

-1 decay constant of decay heat group, j, (s )H
jλ =

={1.772, 0.5774, 6.743e-2, 6.214e-3, 4.739e-4, 4.810e-5, 5.344e-6, 5.726e-7, 1.036e-7, 

2.959e-8, 7.585e-10} (for j=1,11,  if ANS71)

 effective energy fraction of decay heat group, jjE =

={0.00299, 0.00825, 0.01550, 0.01935, 0.01165, 0.00645, 0.00231, 0.00164, 0.00085, 

0.00043, 0.00057} (for j=1,11,  if ANS71)

Total thermal power  prompt fission  precursor decay  delayed fission= + +

1 1
1

J J
H

tot j j j
j j

P E P Hλ
= =

 
= − + 
 

∑ ∑
                                               (3.3.2.4)

Xenon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향

,      
X
aI X

I X I
R f R R

dI dX PI P X X P I
dt E dt E E

σγ γλ λ λ= − + = − − + +
∑                       (3.3.2.5)

Excessive reactivity by Xe:  
X
a

a

Xσρ∆ = −
∑                                      (3.3.2.6)

where

,  Iodine and Xenon concentrationsI X =

,  Iodine and Xenon decay constantsI Xλ λ =  (= 2.87e-5 and 2.09e-5)

,  Iodine and Xenon fission yieldsI Xγ γ =  (=0.0639 and 0.00237)

 microscopic neutron capture cross section of XenonX
aσ = (=2.65e-18)

 U235 microscopic fission cross sectionU
fσ =  (=582.2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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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235 microscopic absorption cross sectionU
aσ = (=680.8e-24)

2 N  macroscopic neutron fission cross section of  fuelU
f f UOσ∑ = =

2 N  macroscopic 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 of  fuelU
a a UOσ∑ = =

N = Number of Density

시험 개시 후 원자로 출력에 향을 미치는 반응도 궤환 변수인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및 반사체 온도 반응도 계수는 IAEA 검증 계산 문제[IAEA, 2005.12]에서 제안한 값

으로서 각각 -2.13×10
-5
, -16.2×10

-5
 및 7.71×10

-5
 (Δk/k/℃)를 사용하 다. 

(3) 계산 결과 

그림 3.3.2.6은 순환기 정지후 회전 속도 및 유량 감소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순환기 

회전수 감소 곡선은 시험 자료[INET, 2006.05a]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유량 감소는 순환기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다양한 유량 감소 곡선을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유량 감소 속도가 원자로 출력 변화에 큰 향을 나타내었

다. 주어진 그림과 같이 초기 10초 동안에는 순환기 회전수 감소와 비례적으로 감소하다

가 이후 순환기 회전수 감소 속도보다 매우 빨리 150초 후에 유량이 정지되는 곡선이 초

기 출력 거동 시험 자료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3.3.2.7은 순환기 정지후 원자로 출력 거동 계산 결과를 시험 자료와 비교하 다. 

시험 개시 후 초기 출력 변화, 재임계 시간 및 출력 진동폭 등의 계산 결과는 시험 자료

와 잘 일치함을 보여 준다. 순환기 정지 시작후 헬륨 유량 감소로 페블 온도가 상승하면

서 음의 반응도 온도계수의 향으로 노심 출력은 감소하여 시험 개시 400 초 후에 노심 

출력은 붕괴 출력으로 떨어지며 4200 초 후에 재임계 출력 피크가 발생한다. 재임계시 출

력 피크는 초기 출력의 약 25%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약 4400 초경에 초기 출력의 약 

25% 재임계 출력 피크가 발생한 시험자료에 매우 근접하 다. 이후 출력 변화에 따른 페

블 온도 변화에 기인한 반응도 온도 궤환 효과로 노심 출력은 진동하며, 큰 열용량과 열

전도율을 가지는 흑연구조물의 열적 안정성으로 진동 폭은 감소한다. 

그림 3.3.2.8은 핵연료, 흑연감속재, 반사체, Xenon의 향 및 제어봉 조절 등에 따른 

반응도 변화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LOFC ATWS 시험 동안에는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으

므로 제어봉 조절에 따른 반응도 향은 없다. 전체 반응도는 240 초 동안에는 급격히 감

소하다가 서서히 증가하여 2900 초에 양의 값이 되어 재임계가 되며 4000 초에 최대 재

임계 반응도에 도달한다. 핵연료, 반사체 및 Xenon의 향에 따른 반응도 궤한 효과는 적

으며 흑연 감속재가 전체 반응도 거동에 주로 기여하 다.

그림 3.3.2.9는 핵연료 및 흑연감속재의 최대 온도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 최대 

온도는 4000 초까지 약 116℃(-1.74℃/min) 정도 서서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며 출력 

거동과 같이 진동한다. LOFC 발생 직후 순간적으로 많은 대류 열전달 성능이 감소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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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흑연감속재의 최대 온도는 70 초 동안에는 증가하며 이후 핵연료 온도와 유사한 거동

을 보여주고 있다. 핵연료와 흑연감속재의 온도 거동이 서로 유사하지만 흑연 감속재가 

전체 반응도에 미치는 향이 절대적인 것은 흑연 감속재의 온도 반응도 계수가 핵연료

보다 7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그림 3.3.2.6 순환기 정지후 회전 속도 및 유량 감소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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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HTR-10 LOFC ATWS 발생후 원자로 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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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HTR-10 LOFC ATWS 발생후 반응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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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HTR-10 LOFC ATWS 발생후 흑연감속재 및 핵연료의 

최대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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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TR-10 CRW ATWS

(1) 시험 개요

HTR-10 원자로에서는 또 다른 고온가스로 안전실증시험인 CRW ATWS (control rod 

withdrawal without reactor scram) 시험[INET, 2006.05b]이 수행되었다. CRW ATWS 시

험은 예기치 않은 제어봉 인출에 의해 원자로 노심에 양의 반응도 삽입을 유발하는 사고

이다. LOFC ATWS 시험과 유사하게 CRW ATWS 시험은 제어봉 인출사고가 발생한 후 

원자로 과출력에 의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만 원자로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 시험의 목적은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해 헬륨 가스 순환기가 

정지하여 원자로 노심 온도가 상승하지만 음의 반응도 궤환 효과에 의해서 원자로 출력

이 자동적으로 정지되어 원자로가 안정화되는 원자로 고유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HTR-10 CRW ATWS는 LOFC ATWS 시험[INET, 2006.05a]과 동일하게 3315 kW 출력, 

입구 헬륨 가스 온도 212℃, 출구 헬륨 가스 온도 650℃ 및 주냉각 루프 압력 2476 kPa 

인 초기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제어봉 인출 조건은 1mk 및 5mk 제어봉을 각각 인출하는 

두 종류의 시험이 수행되었다.  

(2) 계산 방법 

CRW ATWS 평가 계산의 초기 조건, 반응도 궤환 변수, Xenon 농도 향 변수, 순환

기 정지후 유량 감소 곡선 및 HTR-10의 계통에 대한 GAMMA 코드 모델은 앞 항에서 

기술된 LOFC ATWS 평가 계산과 동일 한 것을 사용하 다. 

그림 3.3.2.10은 제어봉 인출에 따른 반응도 증가를 보여주는데  1mk 제어봉 인출인 

경우 20초 동안 선형적으로 1mk 까지 증가하고, 5mk 제어봉 인출인 경우 128 초 동안 

4.9762 mk 까지 증가한다. 원자로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해 헬륨 가스 순환기가 정지는 

초기 출력 3.3 MW의 120% 과출력인 3.96 MW 원자로 출력에 도달하면 순환기 정지가 

시작되는 것으로 설정하 다.  

(3) 계산 결과 

1mk 제어봉 인출

그림 3.3.2.11은 1mk 제어봉 인출에 따른 원자로 출력 거동 계산 결과를 시험 자료와 

비교하 다. 제어봉 인출에 의해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로 노심 출력은 급격히 상

승하여 12초 후에 120% 과출력에 도달하여 순환기 정지가 시작되고 약 30 초에 출력이 

초기 출력의 142%로 최대 출력에 도달하 다. 초기 원자로 출력 거동 결과는 22 초에 출

력이 초기 출력의 149%로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시험자료에 잘 일치한다. 초기 출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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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유량 감소로 인한 노심 온도 상승으로 음의 반응도 온도계수의 향으로 노심 출

력은 감소하여 시험 개시 400 초 후에 노심 출력은 붕괴 출력으로 떨어지며 4100 초 후

에 초기출력의 28% 재임계 출력 피크가 발생한다. 노심 출력 붕괴 거동과 4200 초 후에 

초기출력의 25% 재임계 출력 피크가 발생하는 시험 자료에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2.12는 1mk 제어봉 인출시 핵연료, 흑연감속재, 반사체, Xenon의 향 및 제

어봉 조절 등에 따른 반응도 변화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는 그림 

3.3.2.10 (a)의 입력 자료이며, 초기 20 초 동안에는 이 제어봉 반응도 향으로 전체 반응

도는 증가하다가 흑연감속재 및 핵연료의 온도 반응도 궤한 효과에 의해 감소하여 약 40 

초 후에는 음의 값이 되며 280 초 동안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서서히 증가하여 2900 초

에 양의 값이 되어 재임계가 되며 4000 초에 최대 재임계 반응도에 도달한다. 핵연료, 반

사체 및 Xenon의 향에 따른 반응도 궤한 효과는 적으며 흑연 감속재가 제어봉 반응도

와 함께 전체 반응도 거동에 주로 기여하 다.    

그림 3.3.2.13은 1mk 제어봉 인출시 핵연료 및 흑연감속재의 최대 온도 거동을 보여주

고 있다. 핵연료 최대 온도는 CRW 발생 직후 40 초까지 약 7℃ 정도 증가하며 이 후 

4000 초까지 약 115℃ (-1.74℃/min) 정도 서서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며 출력 거동과 

같이 진동한다. CRW 발생 직후 노심 출력 증가와 순환기 정지후 대류 열전달 성능 감소

로 인해 흑연감속재의 최대 온도는 80 초 동안에는 증가하며 이후 핵연료 온도와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1mk 제어봉 인출시 투입된 제어봉 반응도가 크지 않아 순환기 정

지후 노심 출력 및 노심 온도 거동은 LOFC 사고 시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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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 HTR-10 CRW ATWS 시험시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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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1 HTR-10 1mk-CRW ATWS 발생후 원자로 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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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 HTR-10 1mk-CRW ATWS 발생후 반응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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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 HTR-10 1mk-CRW ATWS 발생후 흑연감속재 및 핵연료의 

최대온도 거동

720

740

760

780

800

820

840

860

88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Time (second)

M
ax

. S
oi

ld
 T

em
pe

ra
tu

re
 (o C

)  
.

  graphite moderator

  fuel

 

5mk 제어봉 인출

그림 3.3.2.14는 5mk 제어봉 인출에 따른 원자로 출력 거동 계산 결과를 시험 자료와 

비교하 다. 제어봉 인출에 의해 노심에 삽입되는 양의 반응도로 인해 노심 출력은 급격

히 상승하여 7초 후에 120% 과출력에 도달하여 순환기 정지가 시작되고 약 30 초에 출력

이 초기 출력의 216%로 최대 출력에 도달하 다. 초기 원자로 출력 거동 결과는 30 초에 

출력이 초기 출력의 241%로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시험자료에 비교해서 다소 낮게 예측

하 다. 초기 출력 증가 및 유량 감소로 인한 노심 온도 상승으로 음의 반응도 온도계수

의 향으로 노심 출력은 감소하여 시험 개시 400 초 후에 노심 출력은 붕괴 출력으로 

떨어지며 3200 초 후에 초기출력의 31% 재임계 출력 피크가 발생한다. 3420 초 후에 초

기출력의 27% 재임계 출력 피크가 발생하는 시험 자료에는 근접하지만 초기 노심 출력 

붕괴 거동은 시험 자료보다 빨리 감소하 다. 이는 5mk 제어봉 인출시 순환기 정지후 노

심 출력 증가가 크므로 LOFC 사고 시험 및 1mk 제어봉 인출시에 사용한 유량 감소 곡

선 보다 약간 느리게 감소하는 곡선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3.2.15는 5mk 제어봉 인출시 핵연료, 흑연감속재, 반사체, Xenon의 향 및 제

어봉 조절 등에 따른 반응도 변화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는 그림 

3.3.2.10 (b)의 입력 자료이며, 초기 20 초 동안에는 이 제어봉 반응도 향으로 전체 반응

도는 증가하다가 흑연감속재 및 핵연료의 온도 반응도 궤한 효과에 의해 감소하여 약 50 

초 후에는 음의 값이 되며 290 초 동안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서서히 증가하여 2100 초

에 양의 값이 되어 재임계가 되며 3100 초에 최대 재임계 반응도에 도달한다. 핵연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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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및 Xenon의 향에 따른 반응도 궤한 효과는 적으며 흑연 감속재가 제어봉 반응도

와 함께 전체 반응도 거동에 주로 기여하 다.    

그림 3.3.2.16은 5mk 제어봉 인출시 핵연료 및 흑연감속재의 최대 온도 거동을 보여주

고 있다. 핵연료 최대 온도는 CRW 발생 직후 60 초까지 약 28℃ 정도 증가하며 이 후 

3100 초까지 약 103℃ (-2.03℃/min) 정도 서서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며 출력 거동과 

같이 진동한다. CRW 발생 직후 노심 출력 증가와 순환기 정지후 대류 열전달 성능 감소

로 인해 흑연감속재의 최대 온도는 220 초 동안 약 30℃ 증가하며 이후 핵연료 온도와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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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HTR-10 5mk-CRW ATWS 발생후 원자로 출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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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HTR-10 5mk-CRW ATWS 발생후 반응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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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6 HTR-10 5mk-CRW ATWS 발생후 흑연감속재 및 핵연료의 

최대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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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de-to-Code Benchmark

가. Lower Plenum CFD Benchmark

블록형 고온가스로 노심에서 가열된 고온의 냉각재는 노심지지대(core support post) 

주변의 여러 구멍을 통하여 제트형태로 하부플레넘으로 유입되고 불규칙하게 배열된 노

심지지대 주위를 지나며 열혼합(thermal mixing)이 발생하면서 출구 배관으로 보내진다. 

노심의 출력분포에 따라 하부플레넘으로 분출되는 냉각재 온도 분포가 달라진다. 만약 하

부플레넘의 열혼합이 효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유동에 큰 온도구배가 발생한다. 큰 온

도구배는 출구 냉각재와 직접 접하는 노심 하부구조물 또는 출구배관 반대편에 연결된 

중간열교환기의 구조건전성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하부플레넘의 열혼합 현상은 고온가

스로에서 중요한 연구 현안이다. 하부플레넘에 벤치마크용 실험을 미국 INL 연구소에서 

수행[INEEL, 2005] 중이며 조만간 관련 데이터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용 데

이터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벤치마크 해석으로 NGNP 후보 원자로인 

GT-MHR의 하부플레넘을 선택하고 범용 코드인 CFX[ANSYS, 2005]와 Fluent[FLUENT, 

2005]를 이용하여 코드 간 벤치마크 해석을 수행하 다. 따라서 CFX와 Fluent 모두 같은 

격자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경계조건과 수치기법(second-order upwind)도 똑같이 적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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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은 본 계산에서 사용된 하부플레넘의 계산 역을 나타내고 있다. 노심을 통

과한 고온의 헬륨냉각재가 노심지지대(core support post)의 주변에 뚫린 구멍들을 통하

여 하부플레넘으로 공급된다. 출구배관을 기준으로 하부플레넘 형상이 대칭이기 때문에 

반 쪽 역만 계산 역으로 정하 다. 그림 3.3.3.2는 본 계산에서 사용된 격자형상을 나

타낸 것이다. 사용된 총 격자(node) 수는 767,064개이며 요소(element) 수는 704,960개로 

사면체(tetrahedra) 25,940개, 오면체(pyramids) 1,103개, 육면체(hexahedra) 677,912개로 구

성되었다. 컴퓨터용량 때문에 많은 격자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CFD 코드 간의 벤치마크 

비교는 가능하다. 

그림 3.3.3.1 하부 플레넘에 대한 계산 역

u p p o r t  P o s t

그림 3.3.3.2 하부 플레넘 해석 격자계

헬륨 냉각재의 물성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고 70기압, 1134K에서의 값을 사용하

다. 입구 속도조건은 유량 98.625 kg/s을 고정하고 전체 입구 유로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고 가정하 다. 입구 온도조건은 표 3.3.3.1의 INL에서 제공받은 노심 출구에서의 온도분

포로부터 보간법으로 계산하 다. 그림 3.3.3.3은 CFD 해석에 사용된 입구 온도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출구에서는 일정 압력조건을 사용하 으며 대칭면을 제외한 나머지 벽면에

는 점착조건과 단열조건을 적용하 다. 또한 난류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표준 k-ε 난류

모델을 벽함수(wall function)과 함께 사용하 다.

그림 3.3.3.4는 CFX의 결과로 구한 하부플레넘의 유선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복잡한 유동형태를 띄고 있다. 출구로부터 먼 곳은 입구 유동이 순수 제트형태

로 분출된 후 지지대를 지나면서 다른 입구에서 유입된 유동과 혼합되어 빠져나간다. 출

구에 가까워지면서 유동이 가속되기 때문에 출구에 가까운 곳으로 유입된 유동은 순수 

제트형태가 아닌 하부플레넘의 주유동의 관성에 려 꺾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3.5는 하부플레넘 대칭면에서 0.375m 떨어진 단면에서의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두 코드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온도분포를 보여주지만 출구에 가까운 노심

지지대 하단부에서 약간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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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 하부플레넘 입구에서의 온도분포

X [m]  Y [m] Z [m]  T [K] X [m]  Y [m] Z [m]  T [K]

-2.18243 0.18 1.848 1184.87 0 2.16 1.848 1189.15

-2.18243 0.54 1.848 1163.01 0.31178 1.62 1.848 1114.52

-2.18243 0.9 1.848 1131.16 0.31178 1.98 1.848 1192.95

-1.87065 0.18 1.848 1221.48 0.31178 2.34 1.848 1157.78

-1.87065 0.36 1.848 1200.08 0.62355 1.44 1.848 1108.81

-1.87065 0.72 1.848 1183.45 0.62355 1.8 1.848 1215.3

-1.87065 1.08 1.848 1173.94 0.62355 2.16 1.848 1186.3

-1.87065 1.44 1.848 1105.01 0.93533 1.26 1.848 1095.03

-1.55888 0.18 1.848 1095.03 0.93533 1.62 1.848 1221.48

-1.55888 0.54 1.848 1103.58 0.93533 1.98 1.848 1196.76

-1.55888 0.9 1.848 1104.53 1.2471 1.08 1.848 1103.58

-1.55888 1.26 1.848 1147.32 1.2471 1.44 1.848 1200.08

-1.55888 1.62 1.848 1092.65 1.2471 1.8 1.848 1184.87

-1.2471 1.08 1.848 1082.67 1.55888 0.18 1.848 1061.75

-1.2471 1.44 1.848 1137.81 1.55888 0.54 1.848 1082.67

-1.2471 1.8 1.848 1065.55 1.55888 0.9 1.848 1104.53

-0.93533 1.26 1.848 1061.75 1.55888 1.26 1.848 1183.45

-0.93533 1.62 1.848 1127.35 1.55888 1.62 1.848 1163.01

-0.93533 1.98 1.848 1041.79 1.87065 0 1.848 1127.35

-0.62355 1.44 1.848 1066.51 1.87065 0.36 1.848 1137.81

-0.62355 1.8 1.848 1129.73 1.87065 0.72 1.848 1147.32

-0.62355 2.16 1.848 1092.65 1.87065 1.08 1.848 1173.94

-0.31178 1.62 1.848 1087.42 1.87065 1.44 1.848 1131.16

-0.31178 1.98 1.848 1153.5 2.18243 0.18 1.848 1065.55

-0.31178 2.34 1.848 1123.07 2.18243 0.54 1.848 1092.65

0 1.8 1.848 1112.14 2.18243 0.9 1.848 1105.01

그림 3.3.3.3 하부 플레넘 입구온도 분포
  

그림 3.3.3.4 하부 플레넘에서의 유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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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하부플레넘 출구단면에서 온도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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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은 하부플레넘 출구단면에서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같은 격자점에서의 

예측된 출구온도를 Fluent 결과는 가로축에 CFX 결과는 세로축에 표시하 다. CFD 코드 

간의 온도분포 차이는 ±1.5% 이내(3% 차이)로 예측되고 있다. 백분율에서 3%는 작은 값

이지만 실제 온도차로 환산하면 약 40K로 작은 차이가 아니다. CFX의 출구온도의 최대 

및 최소값은 각각 1160K와 1115K로 45K의 온도차가 보이지만, Fluent의 경우는 1150K와 

1123K로 27K의 온도차로 CFX 결과보다 열혼합이 잘 일어나고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하부플레넘과 같이 복잡한 유동형태에서는 CFD 코드 간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하부플레넘과 같은 역에 CFD 해석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사한 형상에 대한 실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벤치마크 해석을 수

행한 후 검증된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3.3.5 하부 플레넘 단면에서의 온도분포 비교

(a) CFX (b) 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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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조원전 ATWS 

제어봉 인출(Control Rod Withdrawal)에 의한 ATWS 현상 규명을 위해 GAMMA 코

드를 이용하여 예비사고해석을 수행하 다. 참조원전은 공기 냉각 RCCS와 중간열교환기 

루프를 포함한 PMR 600MWth이며 냉각재 입출구 온도는 490/950℃, 계통압력은 7.0MPa, 

냉각재 유량은 250 kg/s이다. 그림 3.3.3.7에 참조원전 ATWS 해석을 위한 GAMMA 코드 

해석 모델을 도시하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연료 역은 3개 링으로 구분되며 

내외각 반사체 역에는 각각 1개씩의 우회유로가 형성된다. RCCS는 공기냉각방식이며 

외부 공기의 자연순환에 의해 열제거가 이루어진다. 원자로압력용기 입출구 부분은 중간

열교환기 루프와 연결되어 원자로의 열을 전달한다. 이밖에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relief 

및 check valve를 설치하여 계통 과압과 냉각재의 역류를 방지한다. 노심 동특성 모델은 

앞 2항에 기술된 즉발 및 6-그룹 지발 중성자에 대한 노심 점동특성(point kinetics) 방정

식 모델을 사용하 다. GAMMA 코드에서는 핵연료 역과 내부, 외각, 상부 및 하부의 

모두 4개 반사체 역에서의 평균온도를 이용하여 온도궤환 효과에 의한 반응도를 계산

한다.

 CRW ATWS의 초기사건은 전출력 운전중 제어봉 1개 가 인출되는 사고이며 이때 정

반응도 주입률은 130 sec 동안 +500 pcm 이 주입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원자로 정지신

호는 원자로 과출력(Reactor Overpower) 신호이며 전출력의 115%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또한 정지냉각계통(SCS)은 사고 초기부터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하 다.

Phase I (Pre-Turbine Trip 단계)

그림 3.3.3.8은 사고 초기의 원자로 출력, 핵연료 최고온도 및 계통압력의 거동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어봉 인출에 따른 정반응도 주입에 의해 원자로 출력은 급격히 

상승하여 사고 발생후 16초에 원자로출력 115%(690 MWt)에 도달하여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하지만 제어봉 인출은 계속 되므로 노심 출력은 계속 증가한다. 원자로 정지신호 발

생 이전까지는 1차측 및 2차측 냉각재 강제순환이 이루어지므로 핵연료 최고온도는 약 

20℃ 정도 상승에 그치며 계통압력도 거의 정상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Phase II (Flow Coastdown & Power Equilibrium 단계)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어봉 인출에 의한 정반응도 효과로 인해 

노심 출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초 경 최대 출력 122%(732MWth)에 도달한 후 

negative temperature feedback 효과에 의해 급격히 감소한다(그림 3.3.3.8). 이후 약 350초 

경에 노심 출력은 붕괴열 수준으로 감소한다.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해 1차측 및 2차측 냉

각재 순환기는 정지하게 되므로 노심 출력과 열제거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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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성-열제거 불균형에 의해 핵연료 온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negative temperature 

feedback 효과에 의한 노심 출력 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핵연료 최고온도는 노

심 최대출력 발생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초 경부터 감소 

추세로 바뀌게 되며 이 시기의 핵연료 최고온도는 약 1169℃ 정도로 정상운전 온도에 비

해 약 36℃가 증가하 다. 계통 압력은 열생성-열제거 불균형 상태가 진행되는 95초 경까

지 약간 상승하는데 상승폭은 크지 않다(0.05MPa 증가). Xe에 의한 부반응도 효과는 출력

이 감소하는 30초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50초 경에 -700pcm 정도의 부반응도를 나

타내는데 제논 부반응도 효과는 구조물 온도에 의한 부반응도 효과와 함께 제어봉 삽입

에 따른 정반응도를 상쇄하게 된다. 이 시기의 원자로용기 최고온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노심 전반에 걸친 열구조물들의 큰 열용량에 의해 기인한다.

Phase III (Recriticality & Long Term Cooling 단계)

Phase II 이후에는 중간열교환기 루프의 향으로 인해 원자로 정지후 계통압력이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직접 사이클 계통과는 달리 중간열교환기 루프에서는 1차 계통 전

반에 걸쳐 6.9 ~ 7.0MPa의 압력 분포를 보이며 압력이 감소할만한 특별한 부품이 없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 이후 계통압력은 전체 헬륨 냉각재량과 온도에만 의존하게 되며 온

도 변화에 따라 계통압력의 추이는 달라진다. 초기 열생성-열제거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는 냉각재 온도 상승에 따라 계통압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림 3.3.3.9에서 

보듯이 약 4시간 경에 최대치(7.45MPa)를 나타낸다. 이후 RCCS에 의한 열제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계통압력은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 재임계(recriticality)가 발생하는 16시

간 이후에는 노심 온도 상승에 따라 계통압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0시간 경에 최대 

압력 7.55MPa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계통압력의 상승에 따라 노심 내부의 자연대류 효

과가 커지게 되므로 핵연료 최고온도도 HPCC의 경우와는 달리 사고 초기에 약간 증가한 

이후에는 재임계 시점까지 계속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재임계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하여 

약 42시간 경 핵연료 최고온도가 1600℃를 초과하여 약 1800℃의 최고온도를 보 다. 원

자로 용기와 중간열교환기 사이의 자연대류는 역류 방지를 위한 check valve에 의해 차

단되기 때문에 가열된 냉각재에 의한 원자로압력용기 온도상승은 재임계 시점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재임계 이후에는 노심 역의 온도 상승에 의해 원자로용기 벽면도 가

열되므로 20시간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600℃를 초과하게 된다. 

노심 재임계 시점은 제논 효과에 의해 앞당겨진다. 그림 3.3.3.10에서 보듯이 핵연료 및 

감속재의 부반응도 효과는 사고 초기에 최대치에 도달하며 RCCS에서의 지속적인 냉각으

로 인해 이후 조금씩 감소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제논의 부반응도 효과는 사고 발생 후 10

시간 경에 최대치를 이루며 19시간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만 이후부터는 

제논의 농도가 전출력 운전 시점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양의 반응도 효과를 주게 된다. 따

라서 제논농도 감소에 따른 반응도 증가로 인해 재임계는 사고 발생 후 19시간 정도에 

발생하게 된다. 제논 농도 감소에 따른 양의 반응도 효과는 최대 +3300 pcm 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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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때의 제논 평형농도에 기인한다. 재임계 시점에서는 전출력의 약 2.3%까지 출력

이 상승한 후 진동하게 된다. 재임계에 의한 출력상승은 다시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 상

승을 유발하므로 제논효과와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도의 균형은 출력 1% 근방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그림 3.3.3.7 참조원전 ATWS 해석을 위한 GAMMA 코드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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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사고 초기 원자로 출력 (좌) 및 핵연료 최고온도 및 계통 압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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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핵연료/원자로압력용기 온도 및 계통압력 (좌), 원자로 출력 (우)

그림 3.3.3.10 제어봉, 핵연료, 감속재 및 제논 반응도 변화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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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조원전 Water-Ingress 

고온가스로에서 증기유입사고 발생 시나리오는 계통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차측

이 증기계통인 경우 증기발생기 튜브파단에 기인하여 물이 증기로 상변화되면서 유입된

다. 또 다른 계통 유형으로 수냉각 정지냉각계통(SDCS)을 채택하는 GA사의 GT-MHR 설

계[GA, 1996.07]에서는 SDCS 열교환기 튜브의 파단으로 증기가 유입될 수 있다. 현재 해

석에서는 GT-MHR 설계를 기반으로 하며 해석 목적을 위한 몇가지 가정이 도입한다. 정

지냉각계통 압력은 GT-MHR 설계대로 50 bar로 과도계산 동안 항상 일정한 것으로 가정

한다. 100% 원자로 전출력에서는 계통압력이 70 bar로 운전되므로 증기유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 조건을 50% 전출력으로 하며, 계통 압력이 SDCS 압력보다 낮아야하

므로 헬륨 체적 제어에 의해 40 bar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GT-MHR 설계의 직접 싸이

클 대신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계통에서 채택하는 간접 싸이클을 가정하여 그림 3.3.3.11

과 같이 일차계통은 중간 열교환기를 가지는 폐회로로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GAMMA 코드[Lim, 2006.01]를 이용한 정상상태 조건은 원자로 출력이 300 MWth, 헬륨 

입/출구 조건이 490/950℃, 헬륨 유량이 120 kg/s이다. 

그림 3.3.3.11 물유입사고 분석용 GAMMA 코드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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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유입사고를 위한 파단 면적은 직경 1 cm SDCS 열교환기 튜브의 완전 파단을 가

정한다. 출력 운전중 노심으로 유입되는 증기는 중성자를 과다 감속(over-moderated)시키

므로 노심 출력을 증가시킨다. 표 3.3.3.2은 450MWth MHTGR[GA, 1993.09]에 대한 증기 

질량에 따른 정반응도 변화로서 본 해석에서 사용한 값이다.

표 3.3.3.2 증기 질량에 따른 정반응도

steam mass (kg) reactivity (△k/k)

0  0.

10.0  0.0006

677.0  0.034

1000.0  0.045

표 3.3.3.3 물유입사고시 사건 전개

Time (sec) Event Description

0  SDCS heat exchanger tube rupture

16

 Reactor trip signal by 1% moisture level

 - control rod insertion

 - helium circulator trip

 - secondary flow coastdown

26
 Control rod fully insertion

 Core power drops to decay heat level

46
 Helium flow stop

 Secondary flow stop

650
 Primary pressure reaches 50 bar

 Steam ingress flow stop

~1800  Steam depletion

표 3.3.3.3에 기술된 사고 경과에는 원자로 정지 신호에 관련된 신호 설정치 및 지연시

간, 유량제어 시간, 제어봉 낙하 시간 등을 포함한다. 파단 발생후 증기가 노심으로 유입

됨에 따라 양의 증기 반응도에 의해 노심 출력이 상승한다. 노심 역에서 흑연-증기 반

응으로 인해 증기가 소모되는 양보다 파단부위로부터 유입되는 양이 많으므로 증기가 계

통에 누적되어 15 초에 습도 수위에 의해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한다. 제어봉 삽입으로 

원자로출력은 10 초후에 붕괴 출력으로 급감하며, 일차측 및 이차측 유량도 감소하여 30

초후에 완전 정지한다. 일차측 폐회로에는 헬륨 순환기 출구부에 shut-off 밸브가 있어 역

류를 방지한다. 파단 부위를 통한 증기 유입량은 일차측 압력 증가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

여 650초 무렵에는 역류가 발생하고, 1200초 이후에는 일차측과 정지냉각계통간에 압력 

평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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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2 증기유입사고시 노심 출력 및 증기 유입량 변화

46초에 유량 정지후 노심으로의 증기 유입보다 흑연-증기 반응으로 소모되는 증기 양

이 많으므로 노심 증기량은 급속히 감소한다. 유량 정지후 계통 압력은 증가하기 시작하

며 이에 따라 파단부위로부터의 증기유입량도 감소한다. 노심 증기량은 파단부위로부터의 

증기유입량 감소에 따라 서서히 감소한다. 이때의 노심으로의 증기유입은 주위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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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조원전 Hydrogen-side Upset 사고 

Hydrogen-side Upset 사고해석의 참조계통을 그림 3.3.3.14에 제시하 다. 미국 GA사

의 600MWth GT-MHR 설계에 출구온도 950℃인 PMR 원자로계통과 간접루프 형태의 헬

륨냉각 중간루프에 수소생산계통이 병합 NHDD 수소생산전용 계통이다. 

그림 3.3.3.14 원자력수소생산계통 개념도

원자력수소계통으로부터 기인한 사고는 궁극적으로 중간루프의 과도거동을 유발하며, 

중간루프에 의한 열제거능력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및 압력과

도거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가장 계통의 압력 및 온도거동에 제한적인 사고 시나리오로 

중간루프의 헬륨 냉각재유량 완전상실에 의한 원자로계통 열제거원 완전상실사고를 선정 

분석하 다. 원자로 정지계통은 중간루프 유량상실 신호에 의하여 3초의 지연시간을 가지

고 작동하며,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1차계통 헬륨순환기도 3초의 지연시간으로 정지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1차 및 2차계통 순환기의 Coastdown 시간은 30초로 가정하 으

며, 보수적으로, 중간열교환기 2차측 압력은 70 bar로 유지되며, 운전원의 조치나 정지냉

각계통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HU 사고해석은 MARS-GCR 코드를 사용하 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 모델링은 HPCC 

사고해석에 사용된 압력용기 모델(그림 3.1.3.? 참조)에 그림 3.3.3.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온 및 저온 덕트, One-through 형태의 중간열교환기 및 순환기로 구성된 계통 루프를 

추가하여 구성하 다. 현재, 계통루프의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루프 기하학적 입력

은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가정하 다. 또한, 순환기의 성능곡선도 PBMM의 순환기를 기

본으로 PMR 유량과 온도조건에 적합토록 수정하여 해석에 적용하 다. 본 해석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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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HU사고 시 발생하는 주요현상과 안전변수의 예비거동 분석이므로, 이러한 공학적 가

정 및 모델링은 HU 사고의 Scoping 해석에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3.3.3.15 원자로계통 루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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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6 및 그림 3.3.3.17에 HU 사고 시 원자로계통의 압력과 노심 및 압력용기 

최대 온도거동을 제시하 다. 중간루프의 유량 완전상실사고에 따라, 원자로 및 원자로계

통 순환기는 각각 3초의 지연시간의 가지고 정지된다. 순환기의 정지신호 후 원자로냉각

재유량의 Coastdown과 열제거원 상실에 따른 출력-냉각 불일치에 의하여 계통의 온도와 

압력은 잠시 증가하 다가, 노심출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순환기

가 완전정지한 후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벽면이 충분히 가열되어 RCCS로의 노심 잔열제

거가 충분히 일어나기 전까지는 노심잔열 제거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계통의 압력은 다

시 증가하여 최대 79bar 까지 증가된다. 이후, 압력용기 벽면의 온도가 충분히 가열되어 

RCCS로의 잔열제거가 충분해지는 약 15,000초 이후 부터 계통의 압력은 감소하기 시작한

다. 노심의 온도거동도 압력거동과 유사하며, 원자로 압력용기 최대온도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약 30,000초 이후에는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HU 사고시 계산된 핵연료와 원자로

압력용기 최대온도는 각각 1353K, 906K로 안전 제한치를 만족한다. 



- 121 -

그림 3.3.3.16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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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7 노심 및 압력용기 최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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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신개념의 초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체계의 검증 및 실험 데이터베이

스 선정을 목표로, 코드 검증방법론 개발, High-Level PIRT 개발, Initial Scaling 해석, 해

석체계 선정평가, 열수력/안전해석 DB 정보 수집, Key Scoping 해석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세부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현상학적 

대표사고인 HPCC, LPCC, LC, ATWS, WI, HU에 대한 PIRT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 다. 

본 연구의 PIRT 보고서가 GIF VHTR 공식문서로 채택되고, 한국이 PIRT Work Package

의 주도국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결과의 기술적 가치는 GIF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평가한

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PIRT 생산기술은 향후 노심, 고온재료, 핵연료, 기계, 핵분열생성

물 등 타분야의 PIRT 생산기술로 활용되어, 초고온가스로의 전반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코드 검증방법론, 코드 선정평가 기술, 국내외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코드 V&V Matrix는 향후 초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되었다. 초고온가스로의 6개 대표사고에 대한 Scoping 해석을 통하여, 참조 원전의 사고

전개, 계통의 과도거동 및 주요 열수력 현상을 정량화하 다. 특히, Air-Ingress 사고의 해

석은 세계에서도 초유의 해석결과로 해외에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국내 입

수 가능한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를 이용한 Key Scoping 해석을 통하여, 국내에서 고

유기술로 개발한 GAMMA 및 MARS-GCR 코드의 해석능력을 검증하고 및 코드 불확실

성을 정량화하 다. 본 연구의 연구개발 목표와 연구개발 실적 및 목표 달성도를 표 

4.1.1.?과 4.1.1.?에 각각 제시하 다. 

결론적으로,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국제경쟁력 있는 고유 해석체계 개발은, 향

후 핵심 설계기술의 해외의존도 탈피 및 기술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GIF VHTR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 & Benchmarks PMB에 기여하고 GIF 

PIRT Work Package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기술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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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1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고온가스로의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수집 및 평가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Key Scoping 해석

단계 목표 및 

세부 연구목표

○고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검증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1. 코드 검증방법론 개발 (INL)

  2. High-Level PIRT 개발 (KAERI, ANL, INL)

  3. Initial Scaling 해석 (ANL, KAERI, INL)

  4. 열수력/안전해석코드 선정평가 (KAERI, INL)

○고온가스로의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수집 및 평가

  5. 열수력/안전해석 DB 정보 수집 및 평가 (KAERI, INL, ANL)

○국내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Key Scoping 해석 

  6. Key Scoping 해석 (KAERI)

표 4.1.1.2 연구개발 실적 및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Task 1. 코드 

검증방법론 

개발

- 신개념의 고온가스로 열수력/안전해석 

체계 개발을 위한 R&D Process (PIRT

의 역할, 해석체계 검증 등)

5 100 - INL 주도 

Task 2.

High-Level PIRT 

개발

- PIRT Generation Procedure 개발 및 

적용

- 초고온가스로의 현상학적 대표사고에 

대한 PIRT 개발

  . HPCC (Loss of Flow)

  . LPCC/Air-Ingress (Loss of Coolant)

  . LC (Load Changes)

  . ATWS (Reactivity Insertion)

  . Water-Ingress (SDCS Break)

  . Hydrogen-side Upset

  . Air-/Water-RCCS

- GIF VHTR PIRT Workshop ('06. 12, 

OECD, Paris)

45 100

- KAERI 주도, 

INL, ANL 

공동

- 참조원전: 

GT-MHR 

(블록형) 

PBMR 

(페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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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3.

Initial Scaling 

해석

- RCCS 열전달 및 압력강하에 대한 무

차원 변수 도출

- 참조원전 HPCC Scoping 해석

- 참조원전 LPCC/Air-Ingress Scoping 

해석

- 참조원전 LC Scoping 해석

10 100

- ANL, 

KAERI, INL 

공동

Task 4.

열수력/안전해석 

코드 선정평가

- MARS-GCR, GAMMA, ATHENA 코

드 해석능력 평가

- 코드 열수력모델 개선사항 도출

3 100

- KAERI, INL 

각 기관 

보유코드 

평가

Task 5.

열수력/안전해석 

DB 정보 수집 및 

평가

- 열수력/안전해석 실험정보 수집 및 평

가

- 해외 원자로 운전자료 정보 수집 및 

평가

- 코드 V&V Matrix 개발

15 100

- KAERI 주도, 

INL, ANL 

공동

Task 6.

Key Scoping 해석

- 실험자료 평가계산

 . IAEA PBMM

 . Air-Ingress 실험

 . CFD Benchmarks 

- 원자로 운전자료 평가계산

 . HTR-10 정상상태

 . HTR-10 ATWS

- Code-to-Code Benchmark

 . Lower Plenum CFD Benchmark 

 . 참조원전 ATWS 

 . 참조원전 Water-Ingress

 . 참조원전 Hydrogen-side Upset 사고

22 100 - KAERI 주도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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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열수력/안전해석 코드 검증방법론, PIRT, 열수력/안전해석체

계 선정평가,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보, Key Scoping 해석결과 등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와 향후 범부처적으로 추

진될 원자력수소 실증로 설계, 건설 및 실증사업의 설계해석체계 개발 및 검증의 기반기

술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PIRT 결과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의 PIRT 적용성 

평가의 참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열수력/안전해석체계 선정평가 결과는 원자력수소 핵

심기술개발 과제에서 개발 중인 열수력/안전해석체계인 MARS-GCR, GAMMA PLUS 및 

CFD 코드의 해석능력을 입증에 활용되었으며,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도출

된 열수력모델 개선사항에 따라 MARS-GCR, GAMMA PLUS 및 CFD 코드의 해석모델

을 개선하고 있다. 구축된 실험 및 원자로 운전자료 데이테베이스 정보에 따라, 원자력수

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

발된 코드 V&V Matrix는 상기 코드의 검증에 데이터베이스의 입수여부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Key Scoping 해석결과는 상기 코드의 해석능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6개의 사고, 즉, HPCC, LPCC, LC, ATWS, WI 및 HU

에 대한 Scoping 해석 방법론 및 결과는 춴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서 개발 중인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성 입증 기술의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PIRT는 해석체계의 개발 및 검증 뿐더러, 신개념의 계통에 대한 연구.개발의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기술로서, Gen-IV VHTR에서도 주요 Work Package로 고려하고 있다. 본 

과제의 PIRT 연구결과는 Gen-IV VHTR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 & 

Benchmarks PMB의 PIRT Work Package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PIRT Work Package를 

주도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한 PIRT 생산기술은 향후 노심, 고온

재료, 핵연료, 기계, 핵분열생성물 등 타분야의 PIRT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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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과학기술정보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과학기술 정보는 크게 Gen-IV 공동연구, 국내외 실험 및 원

자로 운전 데이터베이 정보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와 국제회의 참석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집된 기술정보는 원자력수소연구

회 (http://hydrogen.re.kr)에 등재하 다. 정보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소연구회

에 가입함으로써 공개 등급에 따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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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보고서는 미국 ANL, INL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I-NERI 과제, “가스로의 열수력/

안전해석체계 검증 및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의 최종보고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

온가스로의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반기술을 개발

하고, 기존의 열수력/안전해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수집 평가하 다. 이를 위하여, 1) 

코드검증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INL), 2) 주요 핵심사고에 대한 PIRT를 개발하 다 

(KAERI, ANL, INL). 현재 초고온가스로의 설계는 예비 개념설계 단계로 상세설계가 확

정되지 않았으므로, PIRT 생산을 위한 참조 원자로설계로 600MWth 블록형 원자로인 

GT-MHR과 400MWth 페블형 원자로인 PBMR을 선정하 으며, 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는 대표적인 공기 및 물냉각 설계를 참조하 다. PIRT 생산을 위한 주요 

핵심사고로 초고온가스로의 안전성과 운전성을 대표하는 HPCC (High Pressure 

Conduction Cooling), LPCC/Air-Ingress (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 LC (Load 

Changes),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WI (Water-Ingress) 및 HU 

(Hydrogen-side Upset) 사고를 선정하여 PIRT를 생산하 다. 3) Initial Scaling 해석을 

통하여 관련 사고시 노심 및 계통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의 도출에 참고하 다 (ANL, 

KAERI, INL). 도출된 PIRT 주요현상에 대하여, 4)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해석능력을 

평가하 으며 (KAERI, INL) , 코드의 해석능력 향상을 위한 열수력 모델의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5) 전 세계에서 수행된 열수력/안전해석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집 및 평가

를 통하여 (KAERI, INL, ANL), 코드 V&V Matrix를 개발하 다. 또한, 6) 핵심현상에 대

한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Scoping 해석을 통하여 열수력/안전해석 체계의 적용성을 

평가하 다 (KAERI).

 주제명 키워드  고온가스로, PIRT, 열수력, 안전해석, 데이터베이스, 코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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