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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후기 냉각수 주입 개별효과 실험으로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종횡비ELIAS ,

냉각수조건 등에 따른 실험 결과에 대한 를 구축함 냉각수 주입에 의해data base .

용융물 층 상부로 열제거가 이루어져 원자로 용기 하부 열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 원자로 외벽 냉각 단열재 설계 개선을 위해 실험을 수행하여 입출구 면적HERMES

및 위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차원 실험과 해석 통해 순환유량을 결정하였음 외, 1 . “

벽냉각 사고관리를 위한 냉각 능력의 평가 및 원자로 외벽 단열재 설계를 위한 기”

본 자료를 제공함.

- 격납건물 수소제어 상세해석 분석 은 사고경위를(GASFLOW ) SBLOCA, LBLOCA

중심으로 살수계통 작동에 따른 수소연소 영향을 평가하였음 살수계통의 작동은 격.

납건물 내 자연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소연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격납건물.

내 수소천이 연소 폭발 평가 결과 수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화염가속 가능IRWST ( ) ,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사고 조건에 대한 상세 모의를 필요로 하였음.

- 노내 사고관리를 위한 종합기술배경서 작성으로 원자로 감압 원자로 냉각수 주“ ”, “

입 원자로 외벽 냉각 에 대한 기술배경서를 작성하였음 기존의 중대사고 연구 결”, ‘ “ .

과 을 이용한 노내 사고 경위의 해석 본연구의 후기 냉각수 주입, SCDAP/RELAP5 ,

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실험결과 등을 통하여 이들 사고관리 전략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음.

- 사고관리 전략 수행을 위한 계산 보조 도구로는 본 연구의 실험 및 해석 결과를 토

대로 수소가연성 노내 냉각 기준 원자로 외벽 냉각 작동 을 평가하기 위한 해“ ”, “ ”, “ ”

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계측기기의 생존성 및 비정상 계측 신호 처리 및 개,

선을 위한 코드를 개발함 코드는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신호ASSA . ASSA

처리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사고 시 신호의 검증 및 사고관리 계산보조 도구의

으로 사용될 수 있음platform .

색 인 어

각 개 이상( 5 )

한

글
중대사고 사고관리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 수소제어 노심손상, , , ,

영

어

Severe Accident, Accident Management,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Hydrogen Control, Cor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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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I.

국내원전 중대사고 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 실험

연구 개발 목적 및 필요성II.

중대사고 연구는 그 동안의 중대사고 현상 및 평가 연구 결과를 실제 원전에

적용 활용하는 단계로 참여국가 등을 중심으로 년대 들어서는 사, OECD/NEA 2000

고관리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그 동안 지속적인 중대사고 연구.

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이를 토대로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에 직접 연구 결과를 활

용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사고 관리 계획의 이행은.

산업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사고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

실제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불확실 현상 및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국내의 사고관리 전략은 외국의 사고관리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

는 수준에 가깝고 아직 국내 원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

중요 안전쟁점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하여 국내 원전에 직접 적용함으로

써 안전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사고 관리를 위한 중대사고 쟁점의 해결 및 평가.

는 가동 중 원전의 적용 뿐 아니라 차세대 원전의 상세 설계에도 직접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고관리 전략의 최적화는 불확실성이 크면서 사고관리 수립에 중

요한 현상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사고관리 전략을 결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배경서와 계산보조도구를 개발하여 현재 수행 중인 국내 가동 중

원전의 사고관리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고관리를 위한 중.

대사고 불확실성 현상 연구로 원자로 용기 파손 방지와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

하여 각각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에 의한 노내 노심용융물의 냉각과 격납건물의 수

소제어가 고려되었다 이들 두 현상을 중심으로 노내 사고관리를 위한 기술배경서.

와 사고관리 계산 보조 도구 개발을 연구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III.

중대사고 사고관리는 과학기술부의 중대사고 정책 성명 년 월 에 따라(2001 8 )

한수원이 가동 중 원전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고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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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제출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안전성 심사를, ,

위한 중대사고 평가 기술 개발과 함께 개별원전의 사고관리 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체와 규제기관의 사고 관리 이행 및 평가.

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큰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들 결과

를 이용 적용하기 위한 사고관리 기술배경서 및 계산보조도구를 개발하였다 중대, .

사고 현상 및 사고관리 전략은 발전소 설계 특성과 깊이 연관되므로 쟁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특정 발전소의 설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 연구로는 본 중장기 과제의 단계 연구에서 수행한 노2

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외벽 냉각 검증 실험 연구를 발전시켜 원자로 용기 단열재의

설계 개선을 통한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 향상 연구 실험 를 수행하였(T-HERMES )

으며 외벽냉각시 용융물 층의 열집중 현상 을 완화하기 위한 원자, (focusing effect)

로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 영향 실험 을 연구하였다 원자로 후기(ELIAS ) .

냉각수 주입 실험(ELIAS: Experiments on Late-phase coolant Injection to ASsess

은 실제 사고 조건을 모의하기the mitigation of focusing effect of metallic layer)

위해 용융물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고온 용융에 따른 기술적 예산상의 어려steel ,

움으로 인해 저온 용융물을 상사 용융물로 하였다 용융 온도와 물성치 및 수의. Pr

접근성 면에서 순수 아연 을 상사 용융물로 선정하였다 용융물 풀 상부 표면(Zinc) .

의 초기 온도를 까지 가열하여 실험을 수행하므로 이 경우 과열도가 여580 480℃ ℃
서 막비등 영역을 모의하는 데 충분하다 금속용융물 풀의 종횡비가(film boiling) .

큰 경우 자연 대류의 중요성은 감소하며 오히려 고온 용융물 풀 상부와 냉각수의,

반응 과정이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실험에서는 주요 실험 인자로 용융. ELIAS

물 풀의 높이와 상부의 과열도를 선정하여 상사용융물을 실험 온도로 가열한 후 냉

각수 주입 탱크로부터 냉각수를 용융물 풀 상부에 주입하여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

서 열전달량를 정량화하였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실험(T-HERMES: Thermo-Hydraulic Evaluations of

은 원Reactor vessel cooling Mechanism by External Self-induced flow) APR1400

자로 용기와 단열재를 로 축소하여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 시 원자로 용기와 단1/2

열재 사이에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동량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인자 및 조건.

은 냉각수 배출구 면적 유입구 면적 원자로 용기 외벽에서의 열속에 상응하는 공, ,

기주입량이었으며 배출구 위치를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배출구의 수직위치,

가 자연순환 유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이들 실험결과의 평가 및.

원전에의 적용을 위해 코드를 이용한 수치해석APR1400 RELAP5/MOD3, CFX-5.7

을 수행하였다 또한 차원 실험장치인 를 제작하여 자연순환 유동. , 1 T-HERMES-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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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측정하고 이를 단순모델 계산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실험 결, HERMES-HALF

과를 실제 에 적용하기 위한 상사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APR1400 .

격납건물의 수소제어는 을 중심으로 수소제어 설비 뿐APR1400 (Igniter, PAR)

아니라 사고관리 측면에서 살수계통 이 작동 될 때 수소연소에 미치(Spray System)

는 영향과 내의 수소의IRWST(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해석이 이루어졌다 격납건물로 방출된 수소는 살수계.

통의 작동으로 인하여 격납건물 내 공기 및 수증기와의 혼합을 촉진시킬 수도 있으

며 반면에 살수된 액적에 의한 수증기의 응축으로 인하여 수소 농도의 증가를 초,

래한다 이와 같은 살수계통의 작동으로 인한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격납건.

물 내 수소 제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을 대상으로 중대사. APR1400

고 시에 살수계통이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차원 코드인3 CFD GASFLOW

를 이용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의 는 가압기의. APR1400 IRWST

와 연결된 스파저 를 통하여 고압 사고POSRV(pilot-operated relief valve) (sparger)

전원상실사고 급수상실사고 등 시에 원자로 냉각재를 배수하는 역할을 하며 중대( , )

사고시 생성된 수소는 내 냉각수에 잠겨있는 스파저를 통하여 내IRWST IRWST

로 수증기와 함께 방출되기 때문에 는 의 수소제어 관점에서 매우IRWST APR1400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은 수소농도를 가진 수소 공기 혼합기체는 열원이나 전기적. -

스파크에 의하여 점화가 되면 급격한 연소로 인하여 폭발로 이어져 격납건물의 건

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은 내에 형성되는 수소 구름의 수, APR1400 IRWST

소 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수소점화기와 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PAR

다 사고 시나리오 별로 격실 내 스파저로 부터 방출되는 수증기의 방출률. IRWST

및 방출 시기 수소의 방출률 및 방출 시기에 따라 격실 내에서 형성되는, IRWST

수소 구름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를 이용하여 격실내GASFLOW IRWST DDT

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계획의 이행은 보다 상세한 해석코드를 이용

한 운전원의 조치 및 설계 특성을 반영한 해석 결과를 통해 가능하다 사고관리 기.

술배경서 개발을 위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인 의 사고경위 시 노내 운전원OPR1000

조치결과를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SCDAP/RELAP5 .

원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노내 냉각수 주입의 두 노내 중대사고 관리 방안

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노내 냉각수 주.

입은 노심손상 사고 시 원자로 용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내 중대

사고 관리 전략이다 본 해석에서는 의 노심손상 확률이 높은 초기사고 중. OPR1000

에서 고압사고 경위인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등가직경 파단 냉각재 상실사1.35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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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급수 완전상실사고를 선정하였다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

실사고 해석에서는 증기발생기 차측에 급수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2

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방안보다 증기발생기 차측 운전으로 원자로2 feed&bleed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방안을 평가하였다 증기발생기 차측에 급수를 주입하는. 2

방안은 보조급수 계통을 이용하였고 증기배출은 개의 응축기 덤프 밸브8 (CSV:

와 개의 대기방출 밸브Condenser Dump Valve) 4 (ADV: Atmospheric Dump Valve)

를 사용하였다 급수완전 상실사고에서는 증기발생기 차측에 급수 공급이 불가능. 2

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차측 운전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2 feed & bleed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가압기 상부에 있는 안전감압계통의 밸브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방안을 해석하였다 아울러 본 해석에서는 안.

전감압 계통의 안전감압 밸브를 개 또는 개 작동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1 2

수행하였다 노내 냉각수의 주입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이 이루어진 이후 안.

전 주입 계통을 작동시켜 원자로 내로 냉각수를 주입하였다 노내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는 을 기준으로 이들 사고 해석 결과를 토대로 원자로 감압 과 원OPR1000 “ ” “

자로 냉각수 주입 전략을 정리하였으며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 은 기존의 격납” , “ ” “

건물 냉각수 주입 전략을 토대로 조기에 격납건물 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원자”

로 용기 외벽 냉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 중대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연구 결과를 실제 원

전의 사고관리 계획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와 함께 발전소

운전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고관리 계산 보조 도구 를 개발하는(tool)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격납건물 수소 가연성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 “ ”, “

기준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 기준 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 도구는 위 중대사고 불”, “ ”

확실 현상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사고관리 및 사.

고관리 전략의 수행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자로 및 격납건물 내 주요 계측기기

로부터 사고의 진행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고관

리의 보조도구로 중요 사고관리 계측기기의 생존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하는 도구의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SSA(Abnormal Signal

는 중대사고 시 환경함수 온도 에 따른 주요 계측기기 회로의Simulation Analyzer) ( )

영향을 평가하고 온도의 영향 등 복잡한 환경 조건에서 비정상의 오류 신호를 발,

생시킬 때 비정상 신호의 분석기술을 통하여 신호 분석 및 신호처리를 할 수 있다.

이때 환경 온도 영향에 따른 모델링 회로로 부터 발생되는 비정상 신호의 양상은( )

정상 신호 양상과 비교하여 변형된 정보를 얻게 되며 변형된 정보는 약속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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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를 사용하여 회로의 입력으로 통과시켜 일그러진 비정상 출력의 신호를 분석하

게 된다 정상의 입력 신호와 비정상의 출력의 비교분석기술은 표준 입력 펄스의.

와 출력의 변형된 를 비교하는 기술과 시간 영역에 분석이 어려parameter parameter

운 잡음 패턴과 과도 링깅 함수 패턴들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변화량을 용이

하게 얻게 되며 이들 왜곡된 정보들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개선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등가회로에 환경함수 적용 툴은 코드를 사용하였. PSpice/Multi-SIM

으며 등가회로에서 출력된 비정상 영역의 신호 분석 개선을 위해/ PSpice+LabVIEW

코드 결과와 코드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두 코드 결과와 실제회PSpice+LabVIEW ,

로 회로 와 비교 검토를 병행하였다 는 이들 두 코드의 일원화 명령 체(H/W ) . ASSA

계 의 실시간 처리 및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된 총체(One order code system) Link

적 기능을 가진다 는 실제 원전의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로부터 직접 입. ASSA

력을 받아 신호를 처리하므로 사고 진행 조건을 입력으로 받아 처리하는 사고관리

계산 보조도구들의 모체 로 작용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소(platform) . “

가연성 계산 보조도구와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연구 개발 결과IV

국내 모든 가동중 가압경수로 원전의 사고 관리 계획 이 실현되는 년까“ ” 2008

지 국내 개별 원전들에 대한 중대사고 평가와 함께 주요 사고관리 전략에 대한 지

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중요 쟁점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

여 효과적인 사고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관리 제도 및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원전의 평가를 위한 중요 불확실 현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별.

원전 별로 현장 적용을 위한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배경서 및 보조 도구의 개발“ ” “ ”

에 역점을 두었다.

사고관리 전략의 의사 결정을 위해 중요한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에 대한 연

구는 실험과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사용융물 을 이용한 원자로 용기 후. (Zinc)

기 냉각수 주입 실험 에서는 금속용융물 층 상부를 통한 비등에 의해 효율(ELIAS)

적인 열 제거가 이루어져 측벽을 통한 열집중 현상이 완화됨을 알 수 있었다 원자.

로 외벽 냉각 단열재 실험 은 실제 원자로 모형에서 단열재 입(HERMES) APR1400

출구의 면적 및 위치 변화에 따른 자연냉각 순환 유량의 결정 및 설계 안을 제시하

였으며 가동 원전의 원자로 외벽 냉각을 위한 설계 개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냉각 살수계통 작동 전략의 실행에 의해 격납건물 내( )

대규모 수소연소를 유발할 수 있는 역효과 때문에 살수계통의 작동이 제한될 수 있

었다 코드를 이용한 살수계통 작동시 격납건물 수소제어 해석에서 살. GASFL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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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통에 의한 증기 응축으로 격납건물 내 국부적인 수소농도 상승을 유발시키지만

격납건물 상부 대기의 자연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화염가속과 수소천이 폭발 가능

성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차계통의 압력 방출에 의해 의. APR1400 IRWST

내부에 수소가 축적되는 사고 경위에서 수소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화염가속 가능

성은 크게 나타났다 실제 사고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경위에 대한 상세.

해석과 아울러 수소 폭발과 같은 수소 연소 하중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고관리 기술배경서의 작성은 중요 노내 사고관리 전략인 원자로 감압 원‘ ’, ‘

자로 냉각수 주입 원자로 외벽 냉각을 중심으로 의 해석 결과’, ‘ ’ SCDAP/RELAP5

및 등 실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진행 및 운전원 조치에 따른 영향을LAVA

검토하였으며 사고관리 지침서에 따른 가용한 계통 및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하였다 가동중 원전의 사고관리 세부 절차의 결정 및 원전원의 중대사.

고 현상의 이해와 기술적 판단을 위한 교육 및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고관리 전략을 위한 계산보조도구는 기존의 단순해석 방법을 개선하여 운

전원이 사고 상황에서 사고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사고관리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한다 노내 냉각 기준 및 원자로 외벽 냉각 기준 계산 보조도구는 그 동안. ‘ ’ ‘ ’

의 기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냉각수의 주입 시점 및 사고 진행 정도에 따라 냉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수소 연소 가연성 계산보조도, ‘ ’

구는 격납건물 내 수소 농도에 따른 연소 가능성 및 압력 하중 뿐 아니라 국소적으

로 화염가속과 수소천이 폭발 가능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 신호의 검증 및 비정상 신호의 정보처리가 ASSA

코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중대사고 조건하에서도 현장의 계측기기로부터 직접

얻어진 정보를 이용한 사고 진행의 파악 및 사고관리 보조 해석이 가능해진다.

는 현재 와 를 이용하여 신호를 중심으로 비정상ASSA PSpice LabVIEW 4 20mA～
신호 분석 및 복원 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소연소 가연성 계산보조 도구와 연계하, ‘ ’

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V.

중대사고 연구는 사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 결과TMI-2

로 현상의 규명 해석 코드의 개발 가동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 중대사고의 법제화, , , ,

과정을 거쳐 국내외적으로 실용화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 중대사고.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함으로써 새로운 원전의 안전 쟁점의 해결

및 사고관리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현실적인 적용 방안

의 모색을 필요로 한다 국내 모든 가동중 경수로 원전의 사고 관리 계획 이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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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년까지 국내 개별 원전들에 대한 중대사고 평가와 함께 주요 사고관리 전2008

략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 쟁점 현상에 대.

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사고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발전소

운전원이 효율적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필요로 함에 따라 국

내 원전의 사고관리 이행을 위한 중요 현상에 대한 상세 연구와 함께 사고관리 전

략의 기술배경서 및 보조 도구의 개발 을 수행하여 개별 원전 별로 추후 현장“ ” “ ”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 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존의 불확실 현상에 대한 실험 연구는 실제

사고관리 전략을 적용하는데 신뢰성 및 효과를 상승시킨다 원자로 후기 냉각수 주.

입은 가동 원전 뿐 아니라 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략이지만 현상에 대한 불APR1400

확실성이 크므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검증 자료를 필요로 하며 외벽 냉각의 단,

열재 설계의 영향 실험도 가동 원전의 단열재 설계 개선 및 의 외벽 냉각APR1400

상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다 격납건물 수소제어는 사고관리 전략 뿐 아니라 신규.

원전 설계의 인허가 쟁점으로 본 연구의 상세 해석 및 해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작동 시 수소 혼합에 의해 수소.

연소 연소 가능성을 희석시키므로 살수계통의 작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 수립 및 사고 관리 절차서 작성

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 방안 중 현상의 불확실.

성과 전략의 유효성 측면에서 미결 사항으로 남아 있는 원자로 내 후기 냉각수 주“

입 전략 원자로 공동 냉각수 주입을 통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전략 과 격납건”, “ ” “

물 수소제어전략 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 개별 원전의 실무 접촉을 통하여 개별 원,

전의 특성에 맞는 사고관리 지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노내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배경서 개발된 노내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배경서:

는 국내 원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수원의 사고관리 계획 담당자 및 원전 운전원

과 협의를 거쳐 원전의 사고관리 지침서의 작성 및 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

다 특히 가동중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계획의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는 주요 쟁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배경을 제공하고 운전원의 중대사고 현상의 이,

해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한 교육 및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관리 계산 보조 도구 사고관리 전략의 계산보조도구(Computational Aid):

는 기존의 계산 방법을 개선하여 운전원이 사고 상황에서 사고simple parametric

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사고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노내 냉각 기준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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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냉각은 단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냉각수의 주입 시점 및 노심의 손상 정1, 2

도에 따른 냉각 가능성을 실시간의 정보를 주며 수소제어도 사고 조건에 따른 연소

가능성 및 연소 시 압력 값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계측기기 신호 처리 및 개선 모델 사고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ASSA):

로 중대사고 조건에서도 원자로 및 격납건물 계측기기로부터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

어야 하며 는 중대사고 조건하에서 계측기기의 생존성을 평가하고 비정상, ASSA ,

신호를 분석하여 신호를 복원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사고관리의 보조도구로 발전

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신호 계측기기에 대해서 실. 4 20 mA～
현 가능하며 추후 다른 계측 신호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연구는 중대사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원전

에 적용 활용하는 중대사고 관리 에 역점을“ (Severe Accident Management: SAM)”

두고 있으며 과 연계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및 향, RIR(Risk Informed Regulation)

상을 꾀하는 추세이다 국내 원전도 이 본격화되는 추세로 사고 위해도 를. RIR (risk)

중심으로 한 충분한 테이타 베이스가 확보 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의 중대사고 불확

실 현상 연구 및 쟁점 해결이 국내 원전의 데이터베이스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의 건설 원전인 신고리 설계 및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APR1400 3&4

운전 인허가를 위한 중대사고 쟁점의 해결 및 사고관리 계획의 수립에도 일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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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 문 요 약 문( )

I. Report Title

Optimization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for Domestic

Plants and Validation Experimen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Study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severe accident has reached an application

stage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to the nuclear power plant

via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on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and the

relevant evaluations. And based on the continuous research on the severe

accident, the application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for the

domestic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s getting into stride. Although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for the domestic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re being performed by industries,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and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and uncertainties, national

efforts are needed. The application of the proven methodology to a specific plant

which was applied to the similar plant type in advanced nations is a general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However it should be made based on the detailed analyses considering the

specifications of the design features of the domestic plant and also the

regulatory requirements.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can enhance the ability of the severe accident mitigation in case of the

operating power plant and can be directly used for the suggestion of the

improved design features of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and validate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focused on the unresolved issues of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because of the uncertainties. The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and

hydrogen control in containment are selected as the most important items among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domestic operating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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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lant. In this study,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orks were performed to

decide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via resolution of uncertainties of

related phenomena. Focused on these two items, technical basis report and

computational aid tools were develop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in-vessel severe accident management.

III. Scope and Content of Study

The severe accident guidance for the domestic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was developed and the setup of the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 is in

progress by the KHNP(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In this study, for

the support of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technical basis report and computational aid tools were developed in

parallel with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orks for the resolution of the

uncertain safety issues. Since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and the application

of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are highly linked to the design feature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the following studies were performed for the specific

design features of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For the resolution of the phenomena uncertainties, T-HERMES and ELIAS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extending the experimental works for the

validation of the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conducted during the 2nd phase

of this study. ELIAS(Experiments on Late-phase coolant Injection to ASsess the

mitigation of focusing effect of metallic laye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quantify the boiling heat removal rate at the upper surface of a metallic layer

for precise evaluations on the effect of a late in-vessel coolant injection. In the

test, pure Zinc is used as a simulant of metallic layer and bottom heating via

catridge heater plate was adopted to simulate the heat transfer from the oxidic

pool. The major experimental parameters were aspect ratio of melt pool and

melt surface temperature. In parallel with the experimental work, simple model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mitigation of focusing effect in the metallic layer

via late-phase coolant injection.

T-HERMES(Thermo-Hydraulic Evaluations of Reactor vessel cooling

Mechanism by External Self-induced flow)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two-phase natural circulation phenomena through the ga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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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ctor vessel and the insulator in the APR1400. The major experimental

parameters were coolant outlet area, coolant inlet area, air injection rate

corresponding to the heat flux at the reactor vessel outer surface, and axial

outlet location of the insulator. For the evalu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various analyses using RELAP5/MOD3 and CFX-5.7 code

were carried out.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geometry scaling of the

T-HERMES experimental results, T-HERMES-1D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parallel with the analyses using a simple 1-dimensional loop model.

Detailed analyses on the hydrogen control in the APR1400 containment

were performed focused on the effect of spray system actuation on the hydrogen

burning and the evaluation of the hydrogen behavior in the IRWST(In-

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Hydrogen released into the

containment can be enhanced to mix with air and steam by the spray system

actuation. Due to the steam condensation via spray droplet, however, hydrogen

concentration increases. Therefore, the effect of spray system actuation on the

hydrogen behavior can be a key factor in the hydrogen control in the

containmen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pray system on the hydrogen behavior

we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valuated using a 3-dimensional CFD code,

GASFLOW. Since hydrogen is released into the IRWST through the sparger

during the high-pressure sequences of the severe accidents in the APR1400, the

IRWST has a key role in the hydrogen behavior. If high concentrated mixture

of hydrogen-air is ignited by thermal source or electric spark, rapid burning can

progress to detonation which might threaten the integrity of the containment.

For the control of hydrogen concentration, igniters and PAR are designed to be

installed in the IRWST of the APR1400. Depending on the accident sequences,

release time and rate of hydrogen and steam from the sparger in the IRWST

can vary.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DDT(Deflagn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was evaluated using the GASFLOW code.

To develop the technical basis report for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analyses using SCDAP/RELAP5 code were performed for the accident sequences

of the OPR1000. In this study, the in-vessel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RCS depressurization and a coolant injection into the in-vessel

for the OPR1000 were evaluated in detail. High pressure sequences of a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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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SBLOCA, equivalent break size = 1.35inch) and a

total loss of feed water(TLFW) were selected as initial events in a severe

accident of the OPR1000, because these sequence are dominant from the Level I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PSA) results. An indirect RCS depressurization by

a secondary depressurization by using a feed and bleed operation, and a direct

RCS depressurization by using the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SDS) were

simulated for the SBLOCA. A direct RCS depressurization was simulated for the

TLFW, because a secondary feed system is unavailable. A coolant injection into

the in-vessel divides into three trains of the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HPSI) and the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LPSI) except the broken RCS loop.

Sensitivity studies on coolant injection timing and its capacity with the RCS

depressurization timing and its capacity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proper

operation action in these sequences. In the technical basis report for the

in-vessel severe accident management, the RCS depressurization and a coolant

injection into the in-vessel for the OPR1000 were summarized based on the

these analyses results. For the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avity flooding on the severe accident progress were

examined.

In terms of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to the development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nuclear power plant, combined

with the technical basis report, development of the computational aids which the

plant operators can use directly and easily is very important. Based on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performed in this study, the computational

aids for the evaluations of hydrogen flammability in the containment, criteria of

the in-vessel corium cooling, criteria of the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were

developed. For the relevant performance of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the informations via the instrumentations should be sufficiently provided. During

a severe accident, most instrumentations in the reactor coolant system(RCS) and

the containment are exposed to the severe conditions of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Selection of necessary informations and survival of key

instrumentations are essential for the effective accident management. Therefore,

the counterplans for the loss of the important instrumentations should be setup

in case of the severe accident. The improvement of design fea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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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environment for the instrumentations survivability can be a first

solution.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the instrumentations performance

was conducted by improving the signal process of the out-of-ranged

instrumentations. The useful informations can be reused via the improved signal

process when the signal can not be acquisited in the abnormal states. To

implement a diagnostic analysis for an equivalent circuits modeling, a kind of

linked LabVIEW program for each PSpice & MULTI-Sim code was introduced

as a one body order system, which can obtain some abnormal signal patterns

by a special function such as an advanced simulation tool for each PSpice &

Multi-SIM code as a means of a function for a PC based ASSA(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zer) module.

IV. Results of the Study

As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should be applied to the

domestic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until 2008, the evaluations of the severe

accidents on the individual plant and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 improved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are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unresolved issues of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and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basis report and the computational aids for the application to the power

plant were focused.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orks were performed to settle down the

uncertainties of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The ELIA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effective heat removal was accomplished via late-phase coolant

injection. Based on the ELIAS experimental results, the calculation results for

the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in the APR1400 indicate that the risk

induced by the focusing effect is highly dependent on the metallic layer

thickness and the integrity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can be enhanced via

late-phase coolant injection. From the T-HERMES experimental results, it can

be found that the natural circulation flow rate highly depended on inlet/outlet

areas and the circulation flow rate increased as the outlet height as well as the

supplied water head increased. In this study, a cooling capacity by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was evaluated, and some optimal insul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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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were suggested.

There are some concerns of the operation of the spray system due to the

adverse effect of significant hydrogen burning. The results of GASFLOW

analysis on the hydrogen behavio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pray system

show that enhanced natural circulation of air in the containment upper plenum

can suppress the possibility of DDT although local increase of hydrogen

concentration due to the steam condensation occurred. In the analyses of the

accident sequence which hydrogen accumulates into the IRWST resulting from

the pressure relief of the primary system, the possibility of hydrogen

deflagration was high. For the application to th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detailed analyses for the various accident sequences and also evaluations on the

mechanical load of hydrogen burning should be performed.

In the technical basis report for the in-vessel severe accident management,

the RCS depressurization and a coolant injection into the in-vessel for the

OPR1000 were summarized based on the analyses results of SCDAP/RELAP5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carried out in this study. For the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the various effects of cavity flooding on the severe accident

progress were examined. These technical basis reports can be used for the

guide book which supports the decision of detailed procedures of accident

management in the operating plants and the understanding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for the operators.

The computational aids were developed for providing the precise

information of accident management to the operators during the severe

accidents. The computational aids for the criteria of in-vessel corium cooling

and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were programed to give the information on

the timing of coolant injection and the coolability depending on the accident

sequences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 bas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computational aids for the hydrogen flammability can evaluate the local flame

accele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DDT occurrence besides with the pressure

load according to the hydrogen concentration in the containment.

The ASSA code was developed to validate the signal from the

instrumentations during the severe accidents and to process the abnormal signal.

Since ASSA can perform the signal processing from the direct inpu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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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plant during the severe accident, it can be a platform of the

computational aids. In this study, the ASSA was linked with the computational

aids for the hydrogen flammability.

V. Proposal for Application

As the development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for the

domestic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gets into stride, the relevant research

considering the design features of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 and the

efforts to minimize the uncertainties of severe accident phenomena are needed.

The present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can be directly used for

establishing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and procedures of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The technical basis report and the computational aids

which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support the operators to properly cope

with the accident sequences in the individual nuclear power plant.

The experimental studies on the unresolved issues of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can enhance the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in terms of performance and application. Due to the uncertainties of

complex phenomena, experimental data on the effect of the in-vessel coolant

injection enhance to effectiveness of the coolant injection in late melt

progression stage as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Experimental

results on the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focused on the improved insulator

design can be applied to the detailed design setup of the APR1400 insulator.

Development of strategies on the hydrogen control in the containment can give

useful information to resolve the safety issues in the operating power plant and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ositive effect of the spray system actuation on the hydrogen

behavior.

The technical basis reports for the in-vessel severe accident management

are supposed to be improved further via cooperation and discussion with the

operators as the field representatives of the power plant. Especially, these

technical basis reports will be used to provide the technical basis for the

unresolved severe acciden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new procedures of

accident management in the operat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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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utational aids can provide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ccident progression for the precise operator's decision. And the real time

information on the accident progress including the hydrogen behavior during the

spray system actuation in the containment can be given to the operators. ASSA

can perform the signal processing from the direct input of the nuclear power

plant during the severe accident and support the operators to precisely decide

the plant state.

At the significances of the safety enhancement focused on the new design

features for the severe accident mitigation are being highly increased, the

present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industry and

regulatory body.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can enhance the ability of the severe accident mitigation in case of the

operating power plant and the suggestion of the improved design features can

induce the issue resolution of the severe accident phenomena for the new

constructing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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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중대사고 사고관리는 중대사고 현상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원전에

적용하는 단계로 중대사고 연구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및 유럽은 사고 이후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년TMI-2 2000
대 들어서는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집중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그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실제.
원전의 사고관리에 직접 활용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년 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 을 발표하여 국내의 모든 가동중 원전에2001 8 “ ”
대해 중대사고 사고관리를 의무화하였다 한수원은 가동중 원전의 사고관리 이행의.
주체 기관으로 단계적으로 가동중 원전의 중대사고 사고관리 지침서를 작성 중으로

이를 위해서는 중대사고의 현상학적 측면의 이해 및 중대사고 연구 결과에 대한 종

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요 쟁점 현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실제 사고 상황에서 사고관리 전략을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의 연구와 함께 중대사고 연구 결과의 활용

을 위한 사고 관리 전략의 기술배경서와 사고관리 계산 보조 도구를 개발하여 발전

소 현장의 중대사고 적용을 위한 문제 해결과 중대사고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였

다 사고 관리를 위한 중대사고 쟁점의 해결 및 평가는 가동 중 원전의 적용 뿐 아.
니라 차세대 원전의 상세 설계 및 로 대변되는 미래 원전의 설계에도 직접GEN-IV
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특히 미래 원전은 근본적으로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설계 특성을 가져야되므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중대사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

다.
국내의 사고관리 연구의 연혁은 년부터 년까지 원자력 안전성 향상연'92 '96 “

구 의 세부과제로 사고관리기법 및 코드 개발 서균렬 외 하재주 외” “ [ , 1995, , 1997]”
이 수행되었으며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단계, 1 ('97

에서는 사고관리 종합평가 기술 개발 하재주 외 이 수행되었다 아울'01) “ [ , 2002]” .～
러 년 중장기 성과 이전 사업으로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 지침서 개발 하재주'98 “ [
외 이 이루어진 바 있다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들 연구를 토대로 규, 1999]” .
제기관의 중대사고 대책 안 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국내 원전에 대한 개별원전 안( )
전성 점검 와 사고관리 프로그램(Individual Plant Examination: IPE) (Accident

의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고Management program: AMP)
있다 국내 표준원전 인 영광 호기 울진 호기는 운전 허가 단계에서. (OPR1000) 5,6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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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표준원전 이전의 가동중 원전도 사고,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원자력 규제 기관인 한국안전기술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 차세대 원전 에 대한 사고 관리는 현재. (APR1400) SSAR(Safety Standard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상업운전허가 신청시 사업자가 작성하여Analysis Report)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고관리에 대한 연구 현안은 사고관리 전략의 타당성 및 효율성 인적 요인,

의 평가 설계 기준 이상에서의 기존 계통 및 계측기기의 활용성 사고관리 절차의, ,
최적화 및 검증 등으로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 원전도 사고관리가 도입되어 적용되는 단계로 실제 원전에 적용하여.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연구를 참조로 사고관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원자로 설계 특성과 연계된 불확실성이 큰 중대사고 현상에 대.
해서는 충분한 검증 실험 및 평가 분석을 토대로 전략의 타당성 및 적용성이 결정

되어야 한다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의 단계 연구 로 국. 2 (2002. 4 2005. 2) “～
내 원전 중대사고 관리 최적화 및 검증실험 김상백 외 에서는 기존 가동중[ , 2005]”
원전의 사고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 전략 과 격납건물 수소“ ” “
제어 전략 에 대한 실험과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내 차세대 원전” .

을 중심으로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을 위한 단열재 설계에 초점을 맞추(APR1400)
어 냉각 특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단계. 3 (2005.

에서는 단계 연구를 확장하여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을 포함한 원자로3 2007. 2) 2～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불확실 현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노내 관리 전략들의

기술 배경 및 사고관리 전략 이행을 위한 계산보조 도구를 개발하였다 즉 기존의. ,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사고관리 전략에 필요한 불확실 현상을 규명하여 이들을 실

제 원전의 사고관리 계획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 및 사고관리

계산 보조도구를 작성 보완하도록 하였다.
본 단계의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에 대한 연구는 사고관리 전략의 의사 결정

을 위해 중요한 현상에 대한 실험과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사용융물 을. (Zinc)
이용한 원자로 용기 후기 냉각수 주입 실험 에서는 금속용융물 층 상부를(ELIAS)
통한 비등에 의해 효율적인 열 제거가 이루어져 측벽을 통한 열집중 현상이 완화됨

을 실험하였다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단열재 실험 은. (HERMES-HALF) APR1400
실제 원자로 모형에서 단열재 입 출구의 면적 및 위치 변화에 따른 자연냉각 순환

유량의 결정 및 설계 안을 제시하였으며 가동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위한,
설계 개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냉각 전략은 살수계통 작동에 의해 격납건물 내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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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수소연소를 유발할 수 있는 역효과 때문에 살수계통의 작동이 제한될 수 있다.
코드를 이용한 살수계통 작동시 격납건물 수소제어 해석에서 살수계GASFLOW ‘ ’

통에 의한 증기 응축으로 격납건물 내 국부적인 수소농도 상승을 유발시키지만 격

납건물 상부 대기의 자연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화염가속과 수소천이 폭발 가능성

을 억제할 수 있다 일차계통의 압력 방출에 의해 의. APR1400 IRWST(In-contain-
내부에 수소가 축적되는 사고 경위에서 수소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화염가속 가능성은 크게 나타나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상세,
해석 및 연소 하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코드와 같은 상세, GASFLOW
코드를 이용한 해석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사고관리 기술배경서의 작성은 중요 노내 사고관리 전략인 원자로 냉각재 계‘
통 감압 원자로 용기 내 냉각수 주입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을 중심으로’, ‘ ’, ‘ ’

의 해석 결과 및 등 실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진행SCDAP/RELAP5 LAVA
및 운전원 조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사고관리 지침서에 따른 가용한 계통,
및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하였다 가동중 원전의 사고관리 세부 절.
차의 결정 및 운전원의 중대사고 현상의 이해와 기술적 판단을 위한 교육 및 지침

서로 활용될 수 있다.
사고관리 전략을 위한 계산보조도구는 기존의 단순해석 방법을 개선하여 운

전원이 사고 상황에서 사고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사고관리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한다 노내 냉각 기준 및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 기준 계산 보조도구는 그. ‘ ’ ‘ ’
동안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냉각수의 주입 시점 및 사고 진행 정도에 따라 냉각 가

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수소 연소 가연성 계산보조도구, ‘ ’
는 격납건물 내 수소 농도에 따른 연소 가능성 및 압력 하중 뿐 아니라 국소적으로

화염가속과 수소천이 폭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 신.
호의 검증 및 비정상 신호의 정보처리가 코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중대ASSA
사고 조건하에서도 현장의 계측기기로부터 직접 얻어진 정보를 이용한 사고 진행의

파악 및 사고관리 보조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사고 관리 계획의 이행은 산업계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사고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원전에 적용하기, ,
위한 불확실 현상 및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

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산업체의 사고관리 계획에 대한 독자적.
인 평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의 사고.
관리 전략은 외국의 사고관리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준에 가깝고 아직 독자적,
인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중요 안전쟁점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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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통하여 국내 원전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중.
대사고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원전의 설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보고서의 제 장에서는 중대사고 연구 및. 2
사고 관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세부 연구 항목으로, 3
중대사고 불확실성 현상 연구 사고관리 전략 기술배경서 사고관리 계산보조 도구, ,
에 대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장은 각 연구 항목별로 연구 개발. 4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를 명시하였으며 제 장은 각 연구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 5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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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사고 이후 년대 활발히 수행된 중대사고 현상 및 중대사고 평가TMI-2 80, 90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년대 후반 이후 실제 원전에 중대사고 정책을 이행하는 과90
정에서 중대사고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유럽.
은 최근 원자력 분야의EU(European Union) EURATOM Framework Program

의(FP)-6 (2002 2006) SARNET (Severe Accident Research NETwork of ex-～
을 통해 대규모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은cellence) . SARNET FP-7(2007～

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등은 중대사고 종결 계획에 따라 중대사고2011) .
조처들이 대부분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 이외에 독자적인 중

대사고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들 차이는 국가별로 중대사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차이와 원자력 산업계의 여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유럽은 유럽 통합.
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원자력의 기술적 수준이 다르므로 규

제 기준을 표준화하고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사고 연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최근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 차세대 원전인, , EPR (European
의 건설이 이루어짐에 중대사고 쟁점 해결 및 인허가를 위한Pressurized Reactor)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고관리 계획이 완결됨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는 없으며 이후 신규 원전의 건설이 중단된 상, TMI-2
태로 새로운 중대사고 현안에 대한 쟁점화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도 에.
너지 법 에 따라 차세대 원전인 및 신(Energy Policy Act, '06. 2) AP-1000 ESBWR
규 원전의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신규 원전의 인허가 및 개발을 위GEN-IV
해 중대사고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내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 “
고 정책 성명 에 따라 가동 중 원전의 사고관리 계획 수립 및 확률론적 안” (2001. 8)
정성 평가 가 진행되고 있고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인허가가 활발히 추진되고(PRA) ,
있는 상황으로 국내 원전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연구 노력이 어느 때 보다 더 절

실한 때이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로 중대사고의 최근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 ,
의 각 항목별 세부적인 기술동향은 제 장에 연구 항목별로 기술하였다3 .

미 국

미국 는 중대사고 종결 계획 의 마지막 단계로 가동 원NRC “ [USNRC, 1988]”
전별로 중대사고 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대부분,
가동 원전에서 이행중이다 미국은 중대사고 종결 계획 및 중대사고 정책의 이행에.
의해 개별 원전 평가 등 중대사고 평가 및 확(Individual Plant Examination: 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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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RIR(Risk Informed
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Regulation) . RIR

설계를 기반으로 한 중대사고 평가 현상 및 해석의 불확실성 감소 사고관리를 통, ,
한 안전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는NRC

등을 통해 중대사고 연구CSARP(Cooperative Severe Accident Research Program)
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는 년대 중 후반 사고관리의 이행을 위해 각각90
와 원전의 을 개Westinghous CE SAMG(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line)

발하였으며 도 을 발간하였으며 이를EPRI SAMG TBR(Technical Basis Report) ,
토대로 대부분 원전의 사고관리 지침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결과는 년대. 90
초반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된 결과로 연구 결과의 발전에 따라 개선 및 보

완을 필요로 하나 아직 종합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대사고 종결 계.
획 이후 주요 사안들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산업계 입장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 노력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추후 의RIR LERF(Large Early
기준 및 방사선원항 등을 통해 중대사고 평가Release Frequency) (Source Term)

및 사고관리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 럽

유럽을 중심으로 한 는 년대 초반부터 사고관리 전략 개발을OECD/NEA 90
위한 또는 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년 초반specialist meeting workshop 2000
에는 사고 관리의 수단 및 사고 관리 계측 능력에 대한 을 개최(measure) workshop
하였다 는 년 월 첫 번째 전문가 회의 년. OECD/NEA CSNI 1991 9 (Rome, Italy), 1995
월 두 번째 전문가 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년 월6 (Niantic, Connecticut, U.S.A) , 2001 9

“Workshop on the implementation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 measures”
을 년 월(PSI, Switzerland) 2001 3 “Workshop on severe accident management

가 열렸다 사고관operator training and instrumentation capabilities”(Lyon, France) .
리는 현재도 CSNI Working Group GAMMA(Group of the Analysis and Manage-

의 주요 의제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연합ment of Accident) .
은 내 소 분야(European Union: EU) Euratom FP-5(Frame Work-5, 1998 2002)～

인 프로그램을 통해 중대사고 현상 및 사고“Severe Accident Management(SAM)”
관리 전략 개발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행중인, FP-6(2002～

에서는 이란 과제를 통해 그2006) SARNET(Severe Accident Research NETwork)
동안 수행된 중대사고 연구의 종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최근. OECD/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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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의 프로그램의 주용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GAMMA EU FP-6 SARNET .
그룹은 원자로 및 격납건물 내 열수력 중대사고 핵분열생성물 거GAMMA , ,

동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국제 공동 연구를 주관하고 있

다 현재 진행 중인 중대사고 관련 연구 주제 및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a) In-vessel behavior of degraded cores and in-vessel protection
ISP-46 exercise based on the PHEBUS FPT-1 test․
SERENA Phase-1 analytical exercise(FCI and steam explosion)․
MASCA Joint Project, in-vessel corium behavior․
b) Containment behavior and containment protection
MCCI Joint Project, core concrete interaction and core coolability․
SERENA Joint Project, ex-vessel explosion․
c) Fission product release, transport, deposition and retention
ISP 41 on iodine behavior․
ISP 47 on containment thermal-hydraulics․
SOAR on Iodine chemistry․
SOAR on nuclear aerosols․
Phenomena-based validation matrix, ex-vessel(CCVM)․
SETH Joint Project, containment thermal-hydraulics․
THAI Joint Project, hydrogen, iodine and aerosol TH behavior․
BIP Joint Project, chemistry of iodine in post-accident conditions․

프로그램은 의 개 중대사고 관련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SARNET EU 51
모 과제로 종합 연구 협력 연구(integrating activities), (joint executed research

와 연구 결과 확산 으로 나누어 진행되activities) (spreading of excellence activities)
고 있다 다음은 종합연구와 협력연구의 내용 및 연구 항목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
통해 최근 연구의 방향 및 연구 쟁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a) Integrating Activities
Development on an advanced communication tool(ACT)․
Development, assessment and maintenance of the SA integral analysis․
code ASTEC(USTIA, PHYMA, RAB)
Implementation of experimental database(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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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severe accident research priorities(SARP)․
Level 2 PSA methodology and advanced tools(PS2)․
b) Joint Executed Research Activities
Corium․
- Early phase core degradation
- Late phase core degradation
- Ex-vessel corium recovery

Containment․
- Hydrogen behavior
- Fast interaction in containment

Source Term․
- FP release and transport
- Aerosol behavior impact on source term
- Containment chemistry impact on source term

국 내

국내는 과학기술부의 중대사고 정책 성명 년 월 에 따라 국내 원전의 사(2001 8 )
고관리 계획이 이행되고 있다 한수원은 가동중 원전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고관리.
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
안전기술원 도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으로 년 절 중대사고 대(KINS) 2004 “19.2
처 능력 과 절 중대사고 관리 계획 을 개정 발표하였다 한수원은 영광” “19.3 ” . 3&4,
울진 및 의 사고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년 월 가 일차 질의서를3&4 5&6 '03 12 KINS
발송한 이후 현재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고리 호기도 년 초 가 접수하여, 1 '04 KINS
검토 중으로 마무리 단계이다 한수원은 고리 호기 형 원전 등 후속. 2 Westinghouse
원전의 사고관리 지침서를 작성 중으로 는 년까지 심사 과정을 거쳐 국, KINS 2008
내 가동 중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가동중 원전의 단계 평가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리 호기를 시작2 PSA , 1
으로 호기별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 중으로 이와 수반된 중대사고 평가가 부

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를 위해서도 신고리 표준 원. 1&2
전과 신고리 차세대 원전의 예비 안전성 평가 가 진행 중으로 일부 중, 3&4 (PSAR)
대사고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신고리 는 국내 최초로. 3&4
중대사고 설계 요건을 반영한 의 신규 건설 원전으로 설계인증APR1400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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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제기된 중대사고 대처 능력 및 사고관리 전략은 최종Certification: DC)
안전성 분석 검토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는 중장기. KINS
과제로 안전성 심사를 위한 중대사고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개별원전 및 신규,
원전의 인허가 관련 심사 뿐 아니라 사고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영광 호기에5&6
안전심사 지침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최근 는 원자력 중장기 개발과제로. KINS

의 중대사고 대처 능력의 평가 및 고리 호기 고리 호기 사고관리APR1400 1 , 3&4
전략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현상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발전

소 설계 특성과 깊이 연관되므로 특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발전소의 설

계를 대상으로 한 심도 높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으.
로 본 과제의 단계 연구 김상백 외 에서 수행한 노심용융물 냉각 검증 실험2 [ , 2005]
은 에서 사고관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외벽 냉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APR1400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개별 효과 실험과 해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차세대 원.
전인 은 국내 최초로 중대사고 대처 능력을 완비하도록 설계된 원전으로APR1400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실험연구를 필요로 하며 최초 건설원전인 신고리, 3&4
인허가를 위해서는 설계인증 과정에서 심사 의견으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이 해결되

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격납건물의 수소제어는 수소제어 설비 뿐. (Igniter, PAR)
아니라 사고관리 측면에서 내의 수소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해석이IRWST
이루어져야 한다 노내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의 설계도.
한수원의 초기 평가 결과 보다는 열적 여유도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평가 및

사고관리 측면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 연구는.
이들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 및 해석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계획의 이행은 설계 보완 없이(back-fitting)
기존 설계 범위 내에서 중대사고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신규 원전인 차세대

원전에 비해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보다 상세한 해석적 연구를 통해 기존.
설계 기능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사고관리 전략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특히. TMI-2
이전의 중대사고 개념이 확립되지 않는 시점의 원전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과 같은 종합 평가를 필요로 하나 현재는 독자적인 평가 없이 미국의NUREG-1150
평가 결과나 사업자의 평가 결과에 따르고 있다 국내 표준 원전 및 현재 준비 중.
인 형 원전의 사고관리 절차서는 년대 중반의 및Westinghouse 90 CE Westing-

의 와 의 중대사고 기술배경서 를house SAMG EPRI (Technical Basis Report: TBR)
근간으로 하는데 그 동안 중대사고 연구의 발전과 국내의 독자적인 연구 및 평가

결과들을 집약한 새로운 중대사고 관리 기술 배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특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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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원전의 사고관리 계획을 개발하는 한수원은 중대사고 연구회 등 국내 모임을 통

해 기존 기술배경서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사고 관리 계획 자체도 연,
구 결과의 발전에 따라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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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절1 사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불확실 현상 실험 및 해석

1.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 영향 평가 실험

가. 후기 냉각수 주입 실험 연구 현황

원자로 공동 침수를 통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ERVC: External Reactor

방안은 한국 표준 원전Vessel Cooling) (OPR1000: Optimized Power Reactor

과 차세대 원전 의 주요1000MWe)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MWe)

한 중대사고 관리 전략으로 채택되어있다 외 원자로용기 외벽[J. W. Park , 2005].

냉각을 수행하여 노심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부에서 억류 냉각시키는 노내 노심용/

융물 냉각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심용융물의 열적 부하(IVR: In-Vessel Retention)

를 충분히 제거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과 과 같은 대용량 원전. OPR1000 APR1400

의 경우 노심용융물에서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전달되는 열적 부하가 크기 때문에,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을 통한 열적 여유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산화용융물 상. ,

부에 쌓이는 금속용융물 층은 산화용융물 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에너지가 노심용

융물 풀 상부로 제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차폐 역할을 하며 그 자체가 가열되어 원

자로용기 측면에 열 하중 집중 현상 을 유발한다 금속용융물 층의(focussing effect) .

열 하중 집중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다.

원전은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자로용APR1400

기 외벽 냉각과 더불어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을 중대사고 관리 전략으

로 채택되어있다.

중대사고 시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속용융,

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완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속용융

물 층 상부에서 비등에 의한 열 제거량의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속.

용융물 층 상부에서 냉각수의 비등 열전달에 관한 실험들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

였으나 열 제거 효과에 대해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냉각수 주.

입에 따른 열 제거 특성과 더불어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에 관한 쟁점

의 하나는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에 따른 열 하중 집중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냉각수의 비등 열전달에 관한 실험 연구와 금

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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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교Theofanous

수가 수행한 실험 외 프랑스 의MELAD [T. G. Theofanous , 1995], CEA BALI-

실험 외 그리고 한수원에서 수행한 원전의Metal [J. M. Bonnet , 2001] APR1400

평가 외 등이 있다 표 은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IVR [J. W. Park , 2001] . 3.1.1

중 현상에 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 평가에 관한 연구현황1

실험은 교수가 의 평가를 위해MELAD Theofanous AP600 IVR ROAAM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Risk Oriented Accident Assessment Methodology)

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기술적 보완을 목적으로 수행한 실험이다 금.

속용융물 층의 상사물로 물 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용기의 규격은(water) 50×10×

이다 물 풀 의 하부는 가열 조건 상부는 냉각 조건을 적용하였고 이차10cm . (pool) ,

원 효과를 모의하기 위해 측면은 단열과 냉각 조건을 병행하여 실험하였다 측면을.

단열하고 상부에서만 냉각시키는 경우에 상관식이 실험 결과를 잘Globe-Dro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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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였으나 측면을 냉각시키는 경우에는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 값을 크게 예측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측면으로 열전달을 상관식을 이용하여. Chu-Churchill

상관식과 상관식을 조합하면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Globe-Dropkin Chu-Churchill

중 집중 현상을 잘 모의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전의. , AP600 IVR

평가 방법론이 적절하였으며 금속용융물 층 내부의 차원 열전달을 무시하여 보수2

적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가 미만일 경우에도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할20cm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프랑스 에서 수행한 실험의 목적은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가CEA BALI-Metal

열 하중 집중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금속용융물 층의 상사물로.

물을 사용하였으며 물 풀의 가로방향 길이는 실제 원전의 금속용융물 층의 가로 길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높이는 실험 인자로서 로 변화시키면서5, 10, 20, 40cm

실험을 수행하였다 물 풀의 하부는 가열하였고 측면과 상부는. 0
o 등온 조건을 부C

여하였다 실험 결과 물 풀의 높이가 로 얇은 경우에는 상관. , 5, 10cm Chu-Churchill

식을 층류 형태로 표현한 식이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였고(laminar flow) 20, 40cm

인 경우에는 난류 형태로 표현한 식이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였음(turbulent flow)

을 보고하였다 측면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분율 은 물 풀의 높이가 작을수. (fraction)

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원자로 경우에 대한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을 평가한 결과 산화용융물 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속이, 0.8

MW/m
2인 경우 열적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속용융물 층의 임계 두께가 40cm

라고 주장하였다.

한수원 에서는 교수가 원전의 평가에서 적용한(KHNP) Theofanous AP600 IVR

방법을 사용하여 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금속용융물ROAAM APR1400 IVR .

층 내부에서 보다 현실적인 열전달을 모의하기 위해 풀 내의 차원 열전달 거동을2

고려하여 금속용융물 층에서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 방법론(ROAAM

에서 사용한 금속용융물 층의 차원 거동을 무시하고 보수적으로 구한 값 에 보정2 )

인자 를 곱하였다 의 평가 결과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0.75 . APR1400 IVR ,

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에 따라 열적 여유도가 충분하

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금속용융물 층의 무게가 일 경우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 30ton (

로 환산하면 약 냉각수가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 주입되지 않으면 열적여유30cm),

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이 이루어지면. ,

열적 여유도가 큰 폭 증가 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후기 냉각수 주입(22 34% ) .～
시 열적 여유도의 증가 폭은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비등 특성 핵비등 혹은 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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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따라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상부에서 열 제거 정도에 따라 열 하중 집) 55%

중 정도가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

합하면 상관식과 상관식을 조합하여 원자로용기 측, Globe-Dropkin Chu-Churchill

면으로 전달되는 열 하중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열 하중 집중 현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와 상부에서 냉각수의 비등에 의한 열 제

거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가 얇아지면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

속 값이 커져서 원자로용기가 견딜 수 있는 열적 여유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 경,

우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이 열적 여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에 따른 열 하중 집중 현상의 완화와 열적 여.

유도의 증가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비등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비등 열전달에 관한 실험 연구

후기 원자로 내부 냉각수 주입은 기본적으로 고온의 용융물 풀 상부에 차가

운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고온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FCI: Fuel Coolant

에 관한 실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고온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Interaction) .

응에 관한 연구들은 고온 용융물과 냉각수가 접촉하는 경우 증기 폭발(steam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반응 양상에 관한 연구와 냉각 관점에서explosion)

냉각수 주입에 따른 열 제거 특성에 관한 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속용융물 층.

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금속용융물 상부에서 비등에 의한 열

제거 특성이 주요 관심 사항이므로 열전달 관점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냉각수 주입에 따른 고온 용융물 상부에서 열 제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실험

연구로는 실험 프랑스 외 실험 스ANAIS ( CEA)[M. Amblad , 2003], EC-FOREVER (

웨덴 외 실험 미국RIT)[B. R. Seghal , 2004], OECD-MCCI ( ANL)[M. T. Farmer

외 실험 미국 외 그리고 러시아 에서, 2005], BNL ( BNL)[G. A. Greene , 1986] RIT

수행된 일련의 실험들 을 들 수 있다 본(MMT, SMT, KMT)[S. V. Bechta, 2000] .

연구에서는 이상의 실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는 금속용융물 층 상부. 3.1.2

에서 비등 열 제거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프랑스 에서 수행 중인 실험은CEA ANAIS 1800
o 정도로 과열된 금속용융C

물 층 상부로 냉각수를 주입하여 용융물 층의 냉각 과정과 증기 폭발의 발생 가능

성을 분석하기 위한 고온 용융물 실험이다 정상 상태에서 약. 1MW/m
2의 열속이

상부 냉각수에 의해 제거될 수 있도록 반응 중 금속 용융물 층을 계속 가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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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는 다양한 속도 조건에서 스프레이 방식과 제트 방식으로 금속용(spray) (jet)

융물 층 상부로 주입하였다 금속 용융물은 고주파 유도 가열. (frequency 10kHz)～
로 에 의해 용융 및 과열되었으며 실험에 사(hot crucible heated by induction coil)

용된 금속 용융물은 약 의 철 이다 냉각수의 주입 방식을 달리하여20kg (steel) .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냉각수ANAIS3, 4, 5 . ANAIS3

를 주입하였고 실험에서는 각각 속도의 제트 형태로 냉각ANAIS4, 5 10m/s, 6m/s

수를 주입하였다 금속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은 냉각수의 주입 방식과 속도에 따.

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스프레이 방식은 천이 과정 중 용융물 상부 표면.

에서 수 MW/m2의 열속이 꾸준하게 제거되었다 실험을 통해 정상 상태에. ANAIS3

서 용융물 풀 상부 표면에 피막층이 형성되었으며 1MW/m
2의 열속을 용융물 상부

표면에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트 방식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는 경우에.

는 냉각수 제트가 용융물 풀 내부로 침투하여 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이 격렬한 양

상을 보이며 용융물이 입자화되었다 특히 냉각수 주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

실험에서는 모든 용융물이 입자화되었다 실험에서도 용융물과ANAIS4 . ANAIS5

냉각수의 격렬한 반응에 의해 생성된 용융물 입자는 도가니 외부로 분출되어 실험

용기 내벽 및 바닥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실험에서 용융물과 냉각수의. ANAIS4, 5

표 3.1.2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비등 열 제거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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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증기 폭발의 징후는 없었다.

실험은 노심용융물 풀의 자연대류 현상과 원자로용기 파손 현EC-FOREVER

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스웨덴 에서 수행한 실험이다 후기 냉각수 주입과 관련RIT .

한 실험은 실험으로서 원자로용기의 선형 축소한 반구형EC-FOREVER-5, 6 1/10

반응 용기 직경 두께 내에 산화 용융물( : 400mm, : 15mm) (CaO + B2O3 혼합물 을)

주입하여 약 까지 가열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1400K . EC-FOREVER

중대사고 시 크리프 에 의한 원자로용기의 변형을 모의하기 위하여 실험 용기(creep)

내부를 기압으로 가압한 상태에서25 molybdenum silicate (MOSi2 히터를 사용하여)

용융물 풀 내 자연 대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 시간 동안 균일 가열을 하였다.

실험에서는 용융물 풀 상부에 냉각수를 주입한 후에도 히터를 이EC-FOREVER-5

용하여 약 분간 의 출력을 용융물 풀 내부에 가했으며30 30kW , EC-FOREVER-6

실험에서는 냉각수를 주입한 직후에 용융물 풀 내부에 대한 가열을 중단하였다.

실험은 크리프 현상에 의한 원자로용기의 파손 모드를EC-FOREVER-5, 6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된 이전의 실험과는 달리 후기 원자로용기 내EC-FOREVER

부에 냉각수 주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된 실험이다 실제 원전의 중대사고.

시에는 원자로용기 하부 플레넘 내부에 소량일지라도 냉각수가 존재하며(plenum) ,

이로 인해 노심용융물과 원자로용기 내벽 사이에 간극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

다 실험에서는 간극의 형성과 간극 냉각 효과를 모의하기 위. EC-FOREVER-5, 6

하여 용융물 풀 외부 전체 면에 피막층이 형성되고 용융물 풀과 반응 용기 사이에,

크기의 간극이 형성되도록 충분한 크리프를 부여하기 위해 출력을 조정하였6 mm

다 예비 해석을 통해 피막층의 두께가 적어도 를 유지하도록 출력을 조정하. 10mm

였다 냉각수는 세관을 통해 용융물 풀과 반응 용기의 경계 부분 간극 상단 에 스프. ( )

레이 되어 간극 내부로 냉각수가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실험 및 고화 용융물 시편에 대한 시험 후 검사 결과를 보면EC-FOREVER-5, 6 ,

용융물 풀 내부로 유입된 냉각수의 침투 깊이는 약 에 불과하여 냉각수 주입에6cm

따른 반응 용기의 냉각은 용기 상부에 국한되어 중 하부에서 냉각 속도는 매우 더,

디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크리프 효과에 의해 간극을 형성시킨 후 냉각수를 주입.

했음에도 간극 내부로 냉각수가 침투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간극 냉각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에 의해 제거된 최대 열.

속은 약 1.8MW/m2 이었고 초 후에300 0.3MW/m
2 으로 감소하였다.

중대사고 시 원자로 공동 내에서 를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는 프MCCI MACE

로그램을 비롯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실험은 대용량 실험. MACE (～
을 통해 원자로 공동 내에서 노심 용융물의 장기 냉각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2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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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현재는 후원 하에 미국 에서. OECD ANL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실험 연구의 목적은 와 관련하여MCCI . OECD-MCCI MCCI

남아있는 쟁점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Small Scale Water Ingression

실험 그리고and Crust Strength(SSWICS) , Melt Eruption Tests(MET) 2-D CCI

실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실험은 노심용융물의 냉각에 주안점. SSWICS

을 둔 개별효과 실험이며 실험은 장기 냉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대용량2D-CCI

실험이다.

실험은 규모의 반응 용기 내부에 의 노심SSWICS 30cm 60 80kg prototypic～
용융물 상용 콘크리트 성분 포함 을 주입하여 수행한( , melt depth: 15cm in all tests)

개별 효과 실험이다. 2000o 이상의 고온 상태로 용융물을 가열한 후 지속 가열을C

수행하지 않는 조건에서 냉각수를 주입하여 용융물 풀의 냉각율을 측정(4 14 lpm)～
함으로써 현상을 분석하였다 용융물은 반응 용기 내부에서water ingression .

반응에 의해 생성하였다 열전대를 장착하여 용융물의 온도를 측thermite . C-type

정하였고 내부에서 응축율을 근거로 용융물 풀에서 냉각수로 전달collection tank

되는 열속을 계산하였다 실험은 용융물 내 콘크리트 성분 및 질량과 계. SSWICS

통 압력에 따른 용융물의 냉각율과 피막층의 강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

를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콘크리트 성분이 이하인 용융물의 경우에는matrix . , 8wt%

용융물 풀 상부에서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콘크리트 성분이 이상인 경dryout 8wt%

우에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용융물이 냉각수에 의dryout .

해 급냉 된 경우에는 피막층의 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국 사고 조(quenching) .

건하에서 피막층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냉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실험의 반응 용기는 규격의 사각 형태이며 용융물의 질2-D CCI 50cm×50cm

량은 이고 용융 시 높이는 이다 측면 직접 전기 가열로 용융물을 가열400kg 25cm .

하며 냉각수는 직접 가열 시작 후 시간이 흐른 시점이나 측면과 하부면의 용발5.5

이 까지 진행되는 경우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의 유량(ablation) 30cm 2 liter/sec

으로 주입하였다 용발이 진행되는 동안 용융물 상부의 피막층이 고화와 용융을 반.

복하였으며 차례의 용융물의 분출 도 관측되었다 용융물의 분출은 국부21 (eruption) .

적인 현상이었지만 위치에 따라 분 이상 분출 현상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냉각수10 .

는 용발 기준에 도달되었을 때 주입하여 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 수두가

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냉각수 주입 도중에 회의 용융물 분출을 관측하였50±5cm . 2

으며 냉각수의 비등에 의해 제거된 열속은 초기 천이 상태를 거친 후 0.25～
0.65MW/m

2의 범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열 제거가 이루어졌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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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서는 금속 용융물 층 상부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경우 증기 폭발RIT

현상의 발생 가능성과 금속 용융물의 산화 및 수소 생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일련

의 실험들 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화 용융물(MMT, SMT, KMT) . prototypic

상부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실험도 함께 수행하였다 실험과 실험은. MMT SMT

미만의 소량의 과 을 이용한 실험이2.5kg carbon steel(MMT) stainless steel(SMT)

며 실험은 의 을 이용한 대용량 실험이다 소량의 용융물, KMT 150kg stainless steel .

은 을 이용하여 생성시켰으며 대용량 실험에서는cold crucible induction heating ,

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금속 용융물 상refractory crucible induction heating .

부에 냉각수를 주입한 결과 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로의 열전달은 막 비등 형,

태를 나타내었으나 고체 표면에 대한 막 비등 열전달에 비해 약 정도 열전달35%

이 향상되었다 이는 고체 표면과 냉각수의 열전달에 비해 용융물의 경우 용융물과.

냉각수 혹은 수증기 사이의 에 의해 열전달이 촉진되었을 것이interface instability

라고 유추하였다.

미국 에서는 금속용융물 층 상부의 표면 과열도가 큰 경우에 냉각수의BNL

비등에 의한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금속용융물로.

을 사용하여 용융물의 상부 표면을 약Bismuth, Lead, Wood's metal 600
o 까지 가C

열하였다 냉각수로는 포화 온도 조건의 프레온 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복. R11( ) . ,

사 열전달 성분을 포함시킨 변형된 막비등 상관식이 실험 결과를 잘 모Berenson

의함을 보고하였다 금속용융물 층 상부 표면은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여 격.

렬한 용융물 냉각수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등에 의해 제거된 열속은- , 0.02～
0.08MW/m

2의 값을 나타내어 효과적인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고온의 금속용융물과 냉각수 사이의 비등 열전달을 실험한 이상의 연구 결과

를 종합하면 비등에 의한 열 제거 측면에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에 따른 비등 열 제거에 대한 정량.

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한 열전달 실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실험 장치 및 실험 조건ELIAS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 냉각수가 주입되는 경우 비등에 의한 열 제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ELIAS(Experiments on Late-phase coolant Injection to Assess

실험을 수행하였다the mitigation of focusing effect of metallic layer) [K. H. Kang

외 실험에서는 실제 사고 조건을 모의하기 위해 용융물을 사용, 2006]. ELIAS steel

하고자 하였으나 고온 용융에 따른 기술적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온 용융물,

을 상사 용융물로 이용하였다 용융 온도와 물성치 및 수의. (thermal properties)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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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면에서 순수 아연 을 상사 용융물로 선정하였다 실험 내용 및(Zinc) . ELIAS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발간한 기술보고서 강경호 외 에 수록하였[ , 2007]

다.

표 은 아연 용융물을 사용하는 경우 실험과 실제 중대사고 조건3.1.3 ELIAS

을 비교한 것이며 표 는 상사용융물로 고려하였던 저온 용융물과 실제 원전, 3.1.4

중대사고 시 금속용융물의 물성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과 를 보면 용융물. 3.1.3 3.1.4

의 물성치 측면에서 실험과 실제 중대사고 조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ELIAS

만 아연 용융물 풀 상부 표면의 초기 온도를 600
o 까지 가열하여 실험을 수행하므C

로 이 경우 과열도가 약 500o 여서 막비등 영역을 모의하는 데 문제가C (film boiling)

없다고 판단된다 금속용융물 풀의 종횡비가 큰 경우 자연 대류의 중요성은 감소하. ,

며 오히려 고온 용융물 풀 상부와 냉각수의 반응 과정이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

다.

표 3.1. 실험과 실제 중대사고 조건의 비교3 ELIAS

표 3.1. 상사용융물의 물성치 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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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는 용융물의 생성과 가열 및 냉각수와 비등 열전달 반응이ELIAS

이루어지는 반응 용기와 냉각수 주입 용기 그리고 수증기 응축 용기로 구분된다.

반응 용기는 두께 의 강철 로 제작하였다 용융물과 냉각수가 반15mm (carbon steel) .

응하여 증기 폭발과 같은 격렬한 반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험 장치ELIAS

를 대형 용융물 실험장치의 보호 용기 내부에 설치하였다 그림 은 실. 3.1.1 ELIAS

험 장치의 개념도를 보여주며 그림 는 실험 장치의 사진을 보여준다, 3.1.2 ELIAS .

그림 3.1. 실험 장치의 개념도1 ELIAS

그림 3.1. 실험 장치의 사진2 EL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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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b) Top view

그림 3.1. 용융물 온도 측정용 형 열전대 위치도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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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상사용융물을 실험 온도로 가열한 후 냉각수 주입 용기로ELIAS

부터 냉각수를 용융물 풀 상부에 주입하여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열전달 양을 정

량화하였다 이를 위해 용융물 풀 내부에 총 개의 형 열전대를 설치하여 반응. 36 K

중 용융물의 온도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였다 그림 은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3.1.3

측정을 위해 설치한 형 열전대의 위치도를 보여준다 그림 에 나타난 바와K . 3.1.3

같이 용융물 풀 내부의 곳에서 높이 별로 형 열전대를 장착하였다 높이에 따른3 K .

형 열전대 설치 간격은 이다 용융물 풀의 바닥 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K 10mm .

하여 반응용기 하부의 히터 블록 외부로 부터 열전대를 장착하였다 열전대 설치.

위치는 반응 용기 바닥 면으로부터 여서 용융물 풀의 하부 온도를 측정하는0.1mm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용융물 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은 아래 식 과 같이 용융물(3.1.1)

풀 내부의 온도 변화를 이용한 각 층 에서 열에너지의 변화 값을 합산하여 계(layer)

산하였다.






       [J] (3.1.1)

여기서 용융물 층, i = , mi 각 층의 용융물 무게= (kg), cpl 액체 상태의 용=

융물 비열(J/kgK), cps 고체 상태의 용융물 비열= (J/kgK), hfusion 용융물의= fusion

heat(J/kg), Ti, Ts, Tboiloff 각각 용융물의 초기 온도 고화 온도 비등 종료 시 온= , ,

도 를 각각 나타낸다(K) .

실험의 주요 실험 변수는 금속용융물 풀의 높이와 바닥 면의 온도이ELIAS

다 실험에서는 금속용융물 풀의 바닥면을 실험 온도로 고정한 후 냉각수를 금속용.

융물 풀 상부에 의 유속으로 초간 주입하였다 냉각수의 온도는0.118kg/s 60 . 80
o 이C

상을 유지하도록 냉각수 공급 용기 내부에 용량의 히터를 장착하여 주입 전에5kW

가열하였다 금속용융물 풀 상부에 냉각수가 주입될 때 용융물과 냉각수의 격렬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 용기 상부 측면에 을 설치하여 냉각수가guide screen

반응용기의 측면을 타고 주입될 수 있도록 반응 용기를 제작하였다.

금속용융물 풀의 높이를 와 의 두 경우에 대하여 용융물 풀 바닥면8cm 10cm

의 고정 온도에 따라 용융물 풀의 상부 표면의 과열도 를(superheat) 343.23
o 에서C

486.5
o 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상사용융물을 사C . ELIAS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용융물 표면의 과열도를 300o 이상 확보하여 실제 원C

전의 금속용융물 층 상부의 열전달 영역인 막 비등 영역에서 비등 실험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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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다.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서는 금속용융물 풀의 높이와 용융물 풀 상부의 표면 온도를ELIAS

변화시키면서 총 의 실험을 수행하여 용융물 풀 상부의 표면 온도의 변화에18 set

따른 비등 열 제거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는 개별 실험 의 실험 조. 3.1.5 set

건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에서 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의 비등에 의. 3.1.5

해 제거되는 열속은 식 을 이용하여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를 근거로 계(3.1.1)

산한 것이다 열전달 계수 는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 (HTC: heat transfer coefficient)

속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3.1. 실험 조건 및 주요 결과5 EL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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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후 금속용융물 층의 상부 표면을 관찰한 결과 금속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 형태는 증기 폭발과 같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용융물이 반응용기

외부로 분출 된 흔적이 없이 상부 용융물 표면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eruption)

있었다 그림 는 반응이 종료된 후 금속용융물 풀 상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3.1.4 .

금속용융물 풀을 실험 조건에 맞게 가열한 후 냉각수를 주입하면 상부에서부

터 냉각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실험에서는 지속 가열을 수행하여 용융물 풀. ELIAS

의 바닥 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실험 결과 용융물 풀의 바닥 온,

도가 실험 초기 온도를 비교적 잘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용융.

물 풀의 온도 거동은 모든 실험에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3.1.5 3.1.10～
은 대표적으로 금속용융물 풀의 높이가 각각 인 실험과8cm, 10cm AR-1-02

실험에서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AR-2-10 .

그림 3.1. 반응이 종료된 후 금속용융물 풀 상부의 모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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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 실험의5 : AR-1-02 A line

그림 3.1.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 실험의6 : AR-1-02 B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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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 실험의7 : AR-1-02 C line

그림 3.1.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 실험의8 : AR-2-10 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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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 실험의9 : AR-2-10 B line

그림 3.1.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 실험의10 : AR-2-10 C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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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정상 상태 에서 용융물 풀 상부에서 비등 열전달ELIAS (steady state)

현상을 모의하고자 하였다 정상 상태 열전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응용기 바.

닥 온도와 용융물 풀 상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속을

계산하였다 그림 은 반응용기 바닥 온도 차이에 따른 용융물 풀 내부에서 전. 3.1.11

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속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비. 3.1.11

등이 발생하는 실험 영역 초 에서 비교적 정상상태 열 제거 특성을 보이는(50 300 )～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 상태에서 제거되는 열속 값은 반응용기 바닥 면의 온도.

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금속용융물 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을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를

이용한 각 층 에서 열에너지의 변화 값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표 에 정(layer) . 3.1.5

리하였듯이 금속용융물 풀에서 제거되는 열속은 용융물 상부 표면의 과열도

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는 금속용융물 층에(superheat) . 3.1.12

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의 변화를 보여준다 금속용융물 층의 종횡비. (aspect

가 큰 경우 실험 제거되는 열속 값이 다소 증가하는ratio = height/width) (AR-2 ),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11 용융물 풀 내부에서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속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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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금속용융물 층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의 변화와 막12 Berenson

비등 상관식을 이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

실험에서는 금속용융물 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은 용융물 풀ELIAS

상부의 표면 온도에 따라 250 550kW/m～ 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비등에 의한 열 제.

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막 비등 열전달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erenson

의 막 비등 상관식 을 이용하여 용융물 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Berenson, 1961]

열속을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와 막 비등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 ELIAS Berenson

한 결과를 비교하면 실험에서 얻어진 열속 값이 막 비등 상관식, ELIAS Berenson

으로 계산한 열속 값에 비해 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실험 결과5 10 .～
는 실험에서 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의 비등 열 제거에 의해 효과적인ELIAS

냉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순

모델 을 개발하였다 산화용융물 층에서 금속용융물 층으로 전달되는(simple model) .

열속과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 그리고 금속용융물 상부에서 제거되는

열속 사이의 열평형 방정식을 풀어서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을 계산한

다 단순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보고서 장 절 다 항에 기술하였다 열 하.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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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집중 현상 평가를 위한 단순 모델은 금속용융물 층 상부가 냉각수에 의해 비등

열 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속용융물 층에서부터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전달 계,

수를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열전달 계수는 실험 결과를. ELIAS

토대로 구하였다 그림 은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을. 3.1.13

근거로 계산한 열전달 계수를 보여준다.

그림 3.1.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냉각수로 비등 열전달 시 열전달 계수의 변화13

라. 실험의 결론 및 활용방안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 냉각수가 주입되는 경우 비등에 의한 정량적인 열 제

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금속용융물 풀의 높이를ELIAS .

와 의 두 경우에 대하여 용융물 풀 바닥면의 고정 온도에 따라 용융물 풀8cm 10cm

의 상부 표면의 과열도 를(superheat) 343.23
o 에서C 486.5

o 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C

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용융물 표면의 과열도를. 300
o 이상 확보하여 실제C

원전의 금속용융물 층 상부의 열전달 영역인 막 비등 영역에서 비등 실험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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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금속용융물 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을 용융물 풀 내부의 온도.

변화를 이용한 각 층 에서 열에너지의 변화 값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용융(layer) ,

물 풀 상부의 표면 온도에 따라 250 550kW/m～ 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비등에 의한.

열 제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와 막 비등 상관식을ELIAS Berenson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였고 실험에서 얻어진 열속값이 막, ELIAS Bereson

비등 상관식으로 계산한 열속 값에 비해 배 정도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5 10 .～
은 실험 결과는 실험에서 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의 비등 열 제거에 의ELIAS

해 효과적인 냉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중대사고 시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속

용융물 층 상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 제거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는 고온용융물의 상부 표면에 냉각수가 주입ELIAS

되는 경우 열 제거량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에 수행되었던 관,

련 연구들이 열 제거 능력에 대해 상반된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제기된

비등 열 제거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실험을 수행하여. ELIAS

구한 후기 냉각수 주입 시 금속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전달 계수

는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 평가를 위한 해석에서 입력 값으로 사용되

어 금속용융물 층의 상부와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전달 량 평가에 직접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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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재 개선을 통한 냉각 특성 모의 실험 및 해석

가.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연구 현황

중대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한 공학적 안전계통 중 원자로 공동에 냉각수를 공,

급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원자로용기 외벽냉각(External

이라 한다 이 중대사고 완화방안은 핀란드의Reactor Vessel Cooling) . Loviisa[O.

외 원전과 미국의 외Kymalainean , 1997] AP600[T. G. Theofanous , 1995], AP1000

원전 외 그리고 국내의 원전 외 에서도[J. H. Scobel , 2002], APR1400 [S. J. Oh , 2004]

적용하고 있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통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는 원자로 외벽과 단열재 사이에 존재하는 냉각수가 용융물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자연순환 유동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략의 실현을.

위해 원자로용기 외벽과 단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동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단열재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설계는 정상상태.

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로용기의 단열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시

원활한 자연순환 유동 형성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그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다 원.

자로 외벽냉각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증기의 배출과 노즐 근처에서 냉각수, ICI

의 유입구 저항 그리고 단열재 상부에서 냉각수의 배출구 저항 등은 원자로 외벽,

냉각 전략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전략을 성공시.

키기 위해서 원자로용기 외벽과 단열재 사이의 공간으로 충분한 냉각수 순환유동이

형성되는지 예측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를 축소. APR1400•

모의하는 실험 장치를 구축하여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하였고 자연순환 유량을 결정,

하는 중요 인자를 평가하였다.

(1) 원자로의 단열재 구조 및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계통APR1400

중대사고 대처 방안으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개념을 적용한(ERVC) APR1400

은 원자로용기 내부구조의 설계는 확정이 되었다 하지만 단열재의 구조에 대해서.

는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간극 지점에서의 최소간극 예(8.5”), shear key (3.5”,

상치 그리고 원자로용기 하부와 단열재 평판사이의 간격 등 몇 가지 사항), (3” 8”) ,～
만 확정 및 예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위의 몇 가지 사항과 나머지는.

원자로 단열재의 구조를 참고하여 원자로의 단열재의 구조를 예OPR1000 APR1400

측해보면 그림 3.1.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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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Inet

4.50

210.76

42.37

4.50

47.79

56.6 deg

317.17

8.06

3.50

ICI Penetrations

86.34

4.75

4.50

R99.915

14.51

Shear Key
38.69

Steam Venting Slot

R101.34

8.50

I.D. 42.0

Water Level

36.00

Hot Leg

Water Outlet

그림 3.1.14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구조 예측도 단위APR1400 ( : inch)

중대사고 발생 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는 비등현상이 발생하여 이상유동이

형성되며 밀도차에 의하여 위로 상승한다 이 유동이 노심용융물의 붕괴열을 충분.

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간극이 냉각수의 유로가 되도록

유로저항이 적어야 하며 이 간극에서의 유동과 단열재 외부의 냉각수 풀 사이, (pool)

에 자연순환 이상유동 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원자로용기 하부의(two-phase flow) . ,

단열재 평판을 통하여 냉각수가 유입되고 원자로 상부에서는 이 냉각수가 냉각수,

풀 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하부에 존재하는 단열재(p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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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에는 유입구를 원자로 단열재 상부에 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상태, .

시 원자로는 단열을 해야 하므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침수여부에 따라 유입구와

배출구는 피동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관련연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의 침수(ERVC)

를 통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노심용융물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원자로 외벽에서는 비등이 일어나므로 자연순환 유량의 감소 혹은 원자로외벽,

의 온도 급상승에 기인한 임계열속 현상은 원자로용기의 파손(Critical Heat Flux)

을 유발할 수 있다 와 관련된 연구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ERVC .

� 중대사고 시 내부용융물의 거동에 관한 연구

� 원자로 외벽에서의 열 하중 및 열속 분포에 관한 연구

� 외벽에서 제거 가능한 최대열속 임계열속 에 관한 연구( )

� 자연순환 이상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

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제거 가능한 임계열속

의 크기는 용기 외벽의 냉각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CHF)

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시 원자로용기 외부에 충분한 유동이 형성된다면.

용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열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 KAERI

술보고서 하광순 외 에 정리되어 있다[ , 2007] .

(3) 연구의 목적

중대사고 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통하여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유지하려

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순화된 구조에서 자연순환(ERVC)

유량과 임계열속에 관하여 실험 상관식을 제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열수력학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각 실험장치의 설계 특성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상.

유동에 있어서 두 상간의 상호작용 및 해석적 어려움 반구 내 노심 용융물 거동의,

불확실성 유로에 대한 복잡성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 ,

려서 그 물리적 특성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을 대상으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원자로용기와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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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사이 간극 내 냉각수의 자연순환 유동 현상을 평가하였다 즉 원자로공동에. ,

냉각수를 공급하였을 때 단열재 하부에 설치되는 냉각수 유입구 원자로용기 외벽,

과 단열재 사이의 공간 단열재 상부에 설치되는 증기 배출구에 따른 냉각수의 자,

연순환 유동 특성을 실험과 해석적으로 고찰하였다. T-HERMES(Thermo-

Hydraulic Evaluations of Reactor vessel cooling Mechanism by External Self-

프로그램이라 명명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induced flow) .

� 모의 실험장치 설계 및 모의 실험결과를 실제 원자로T-HERMES-SCALE:

에 적용하기 위한 스케일 분석 연구

� 실제 원전을 원자로 직경기준 크기로 축소한 차T-HERMES-SMALL: 1/22 3

원 모의실험

� 실제 원전을 원자로 직경기준 크기로 축소한 차원 모HERMES-HALF: 1/2 3

의실험

� 실제 원전을 원자로 높이 기준 크기로 축소한 차원T-HERMES-1D: 1//2 1

모의실험

� 루프해석 와 전산코드를 이용한 모T-HERMES-CFD: , RELAP5/MOD3 CFX

의실험 해석 및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이상유동 해석APR1400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실제 크기의 가열실험을 수APR1400 T-HERMES

행하는데 따른 어려움 때문에 규모의 비가열 실험 을 수행하였1/2 (HERMES-HALF)

으며 이들 결과를 실제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상사분석(T-HERMES-SCALE), 1

차원 실험 및 해석적 연구 를 병행하였다(T-HERMES-1D) (T-HERMES-CFD) .

등의 연구 결과는T-HERMES-SCALE, T-HERMES-SMALL, HERMES-HALF

단계에서 이미 수행한 바 있다 김상백 외 이를 통해 원전의 원자2 [ , 2005]. APR1400

로용기 외벽냉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열재 설계의 기본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차, 1

원 단순모델 등을 통한 다양한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를, RELAP5/MOD3, CFX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국내외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시 열수력 거동을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의 원자로용기를 크. APR1400 1/2

기로 모의하는 대형 실험장치인 를 제작하여 실험을 성공적으로HERMES-HALF

수행 완료함으로써 대형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다 단계인 본 연. 3

구에서는 보완 실험 상사성 검증을 위한 실험HERMES-HALF , T-HERMES-1D

및 그와 관련한 해석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T-HERMES-CFD) . APR1400

원자로의 상용 건설 원전인 신고리 호기 상세설계 시 원자로 외벽 냉각 전략의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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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단열재 설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나. 실험 및 해석HERMES-HALF

단계에서 구축한 실험장치는 원자로용기와 단열2 HERMES-HALF APR1400

재 사이에 발생하는 자연순환 이상유동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비가열 실험 장치

이다 실험장치는 높이방향으로 원자로용기 하부부터. HERMES-HALF APR1400

고온관 설치 위치까지를 단면방향으로는 원자로용기와 외부 단열재의 절반, (half

을 모의하며 크기는 실제 원자로 직경 기준으로 에 해당한다 실험기법section) , 1/2 .

은 비가열 실험으로서 대기압 하에서 물과 공기를 사용하여 비등현상을 상사 모의,

하며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이에 발생하는 자연순환 이상유동의 거동 및 그 양을,

측정하였다 하광순 외[ , 2005].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한 단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HERMES-HALF 2

음과 같다 냉각수 유입구의 면적 출구면적 공기주입량의 변화에 따른 자연순환. , ,

유량을 측정한 결과 자연순환 유량은 공기주입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냉각수,

유입구 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특정값에 수렴하는 형태로 증가하였다 실험결과를.

의 오차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실험적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동일한 하부±10% .

유입구 면적 조건에서 유입구의 위치를 가장자리로 하였을 경우보다 중앙에 설치하

였을 경우에 순환유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유동의 역류 현상이 감, (back flow)

소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순환유동 형태를 보였다 배출구의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

이 감소할수록 이상유동 수위와 가 증가하는 등 유동이 불안정해지고 순back flow ,

환유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냉각수 수위가 낮을수록 자연순환 유.

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실험의 가시화를 통해 유입구를 기준으로. HERMES-HALF ,

상부로 올라갈수록 기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최소 간극부분을 지나면서 기포,

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와 최소간극 부분 아래쪽에 주기적. Shear key

인 재순환 유동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재순환 유동은 공기주입량이 커,

질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공기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분사된 기포가 최소간극 영역에.

서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적체되어 주기적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

었다 김상백 외 하광순 외[ , 2005, , 2005].

본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배출구3 2 HERMES-HALF

수직위치에 따른 자연순환 유동의 변화에 대해 실험하고 와 이, shear key ICI nozzle

자연순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코드로 해석하였다CFX .

원자로용기와 단열재를 로 축소한 실험장치를APR1400 1/2 HERMES-HALF

이용하여 단열재 상부의 자연순환 유동 배출구의 수직위치가 자연순환 유량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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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5 표, 3.1.6과 같이 실험인,

자 및 조건은 냉각수 배출구 면적(0.0795m2, 0.15m2 유입구 면적), (0.00884m
2
,

0.0442m
2
, 0.0795m

2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속에 상응하는 공기주입량),

(837.9m
3
/hr, 1927m

3 이었으며 배출구 위치는 수직 방향으로 만큼 이동/hr) , 1.125m

하였다 실험결과 그림. 3.1.16과 같이 유입구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배출구 수직 위

치가 낮을수록 자연순환 유량이 감소하지만 유입구 면적이 클 경우에는 배출구 수,

직위치에 따른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15 실험조건도HERMES-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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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et Area(m
2
) Inlet Area(m

2
) Air flow rate(m

3
/hr)

0.075

0.0795

0.0442

0.00884

837.9 - 1927

0.15
0.0795

0.0442
10 23%–

표 3.1.6 실험인자 및 조건HERMES-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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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배출구 위치에 따른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

코드를 이용하여 실험의 차원 모의 계산을 수행CFX-5.7 HERMES-HALF 3

하였다 특히 와 이 자연순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 shear key ICI nozzle

위해 와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연순환 유동, shear key ICI nozzle

장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조건은 유입구 면적. 0.15m
2 배출구 면적, 0.15m

2 공기주,

입량 1,039m3 이었다 계산조건에서 와 은 그림/hr . shear key ICI nozzle 3.1.17과 같이

국부적인 기포율과 유동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림, 3.1.18과 같이 전체 자연

순환 유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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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 S.K. & ICI. (b) without S.K. & ICI

그림 3.1.17 계산을 통한 기포율의 변화C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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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와 의 유무에 따른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Shear key ICI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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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실험과 해석 결과 원자로용기와 단열재HERMES-HALF CFX ,

사이의 유량에는 유입구 면적 배출구 면적 공기주입량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 , (

속 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유입구의 위치 배출구의 위치 등) , , , ICI nozzle, shear key

은 국부적인 유동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순환 유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측정된 자연순환 유량을 이용하여 원자로 외벽에서의 최대 열 제거량.

을 외 외 실험결과를 근(CHF) SULTAN[S. Rouge . 1998], KAIST[J. Yang , 1998]

거로 예측한 결과 유입구 및 배출구 면적을 0.15m2으로 하였을 경우 약, 1.4MW/m
2

로 계산되어 유입구와 배출구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1.1MW/m
2 기존 단열재의),

개선으로 열 제거량이 약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

다. 실험T-HERMES-1D

실험은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발생하는 열속을 등가의 공기HERMES-HALF

를 주입하여 모의하고 축소한 모의 실험이므로 실제 에 적용하기 위, 1/2 APR1400

해서 상사성 분석이 필요하다 상사성은 공기주입 모의 실험에 의한 물성 상사성.

과 규모 축소 모형 실험에 따른 기하학적 상사성(property similarity) 1/2 (geometric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상사성 분석을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외벽 냉similarity) .

각 시 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자연순환 유동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분석 평가하,

여야 한다.

실험 연구를 통해 자연순환 이상유동에 관련된 인자는 유동HERMES-HALF

저항 유로에 제공된 수두 발생된 증기의 양으로 확인되었고 원자(flow restriction), , ,

로 단열재의 설계가 유동저항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았다 이와 함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원자로 외벽과 단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순환 이상유동은 부력에

의해 위로 상승하는 차원 유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 유체의 운동에 대한 해석모1 ,

델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자연순환 유동에 관한 인자들의 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순환 유량 평가에 초점을 두어 원자로의APR1400

높이 그리고 유로의 면적은 크기의 차원 실험장치인1/2, 1/238 1 T-HERMES-1D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험적인 상관식을 바탕으로 한 차. 1

원 드리프트 플럭스 모델 을 이용하여 해석 연구을 수행하였다 이(drift flux model) .

를 통하여 자연순환 유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냉각수 유입구와 배출구

의 크기 원자로 외벽에서 발생되는 증기의 유량 냉각수 배출구의 높이에 대하여, ,

자연순환 유량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차원 실험 및 해석결과를. 1 (T-HERMES-1D) 3

차원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상사성을 평가 검증하여 보았다(HERMES-HAL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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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장치T-HERMES-1D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조건에서 자연순환 유동을 평가하기 위해 원자APR1400

로에 대한 의 상사해석 외 을 기초로 하여Cheung [F. B. Cheung , 1999] T-

실험장치를 구축하였다 실험장치의 높이와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HERMES-1D .

이의 면적은 각각 원자로의 로 축소되었으며 물탱크와 주실험부APR1400 1/2, 1/238 ,

의 상부가 대기에 노출된 개방형 루프 시스템 이다 자연순환 이(open loop system) .

상유동의 형성은 실험장치에 물을 채워 넣어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실험 변수는 유입구 배출구 면적 공기주입량 배출구의 높이 그리고 공급수두이며/ , , ,

그 크기는 Table 3.1.7에 나타나 있다.

실험장치의 구조는 그림 3.1.19와 같이 주실험부 물탱크 공기주입계통으로, ,

나누어진다.

주실험부는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간극에서 자연순환 이상유동을 모의

하기 위한 장치로 냉각수 유입구에서부터 배출구까지이다 크기가 인 직. 0.153×0.1m

사각형 유로는 자연순환 이상유동의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채널의 간극은,

의 상사해석 외 즉 원자로의 반경을 로 축소를 한Cheung [F. B. Cheung , 1999], 1/2

경우 채널의 간극은 로 축소해야 한다는 상사율을 이용하여 의 크기를0.153m

얻었고 너비는 원자로의 둘레의 길이를 로 설정하여 차원으로 설계하였다 이, 0.1m 1 .

결과 높이에 따른 유로의 면적을 살펴보면 그림 3.1.20과 같으며 원자로 상부에서,

는 일정한 값이다 그러나 원자로 하반구 부근에서는. 높이방향으로 유로의 간극의

Experimental

Parameter, Unit
Size Base

Inlet Area, ×10
-3
m
2 0.201, 0.314, 0.630,

1.05, 1.89, 3.57
-

Outlet Area, ×10
-3
m
2

1.78, 3.57 -

Outlet Height, m 3.384, 2.259
0.354m Upper Point from

the Coolant Inlet

Air Injection Rate, % 10 50～ 100%=0.0565m
3
/sec

Liquid Level in Water

Tank, m
3.571, 2.761

0.354m Upper Point from

the Coolant Inlet

표 3.1.7 실험변수 및 범위T-HERMES-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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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의 높이에 따른 주실험부 간극 면적T-HERMES-1D

그림 3.1.19 실험장치 단위T-HERMES-1D (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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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점선처럼 변해야하지만 실제 설계 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

라서 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 최소간극지점 의 간극이 가장 작으며 그 크shear key ( )

기는 이다 실험장치의 주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양쪽 벽면에0.058m . , PC

판을 설치하여 자연순환 이상유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출(polycarbonate) .

구의 높이는 가지의 경우로 실험이 가능하며 배출구의 형상은 직사각형으로 가로2

세로의 크기는 각각 이다 냉각수 유입구는 두께× 43.6×81.8mm, 21.8×81.8mm .

의 원형의 오리피스를 이용하였고 실험의 각 경우마다 오리피스를 바꾸어 끼8mm

울 수 있도록 하였다.

물탱크 부분은 원자로 단열재 밖의 냉각수 풀 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pool)

주실험부보다 유로 면적이 큰 주 물탱크와 보조 물탱크 개를 설치함으로써 일정한2

수두를 주 실험부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 중 보조 물탱크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

하는 역할을 하며 높이가 다른 플로우트 밸브 개가 설치되어 가지의 실험, (float) 2 2

수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 실험부에서 이상유동의 수위가 진동 함에. (fluctuation)

따라 물탱크에서도 공급수두가 변할 수 있으므로 각 물탱크에 가시화가 가능한 투

명관을 설치하여 수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실험부로부터 흘러나온. ,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탱크 하부와 유입구 사이에 터빈 유량계(turbine flow

를 설치하였고 이 유량계가 순환유동에 저항을 끼칠 수 있으므로 차압계meter) , 1

개를 이용하여 유량계 양단의 차압을 측정하였다.

공기주입계통은 원자로 내 노심용율물의 붕괴열 의해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발생되는 비등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물이 채워진 실험장치에 공기를 주입하여,

모의하였다 공기주입량은 냉각수가 포화상태라는 조건과 누설되는 열속이 없다는.

가정을 하여 식 에 의해서 결정하였다(3.1.2) .

 

″
(3.1.2)

″ 원자로 하반구에 가해지는 열속: ,  원자로 하반구 면적: ,

 물의 기화열: ,  증기 밀도:

여기서 하반구에 가해지는 열속 의 크기는 원자로 반구의 위치 및(heat flux)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MAAP4 APR1400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경위해석 결과 외 를 이용하였다 공기주[J. W. Park , 1997] .

입구간의 길이는 로서 높이에 따라 주입량이 변하지만 실제 공기주입장치의1.240m ,

설계 시 공기주입구간의 길이 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1.240m) 3



- 44 -

고 계산결과는 표 3.1.8에 나타나 있다.

이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주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고 측정하기 위해 그림,

3.1.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기주입계통을 설계하였다 실험장치의 공기주입 구간.

의 길이는 로 이 구간 사이에 개의 공기주입구를 설치하였으며 이들을 통1.240m 7 ,

하여 실험장치에 직접 공기가 주입된다 주입되는 총 공기의 양은 글로브 밸브를.

이용하여 조절하였으며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 글로브 밸브 후단에 질량식 공기유

량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총 공기의 양을 높이에 따라 분배하기 위해 개의 로터. 8

미터 를 이용하였는데 한 쌍의 로터미터가 공기주입구 개와 연결되어(rotameter) , 1

유량을 조절하였다 나머지 개의 공기주입구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유량은 총 공기. 3

의 유량에 로터미터의 유량의 합을 빼준 값으로 하였다 공기주입구 장치는 투명.

아크릴관에 공기가 통과 가능한 를 접착한 것으로 그림Glass Filter(G2) 3.1.22와 같

다.

Angle

(Degree)

Height

(m)

Area

(m
2
)

Heat Flux

(MW/m
2
)

Heat

Power

(kW)

Air Injection

Rate(m
3
/min)

No. of Air

Injectors

0 45.7～ 0.385 0.0385 0.2140 8.239 0.0062 2

45.7 70.6～ 0.468 0.0468 0.5904 27.63 0.0201 2

70.6 79.1～ 0.182 0.0182 0.7943 14.46

0.0296 3

79.1 88.3～ 0.205 0.0205 1.2717 26.07

Total 1.240 76.40 0.0565 7

표 3.1.8 실험의 높이별 공기주입량 외T-HERMES-1D [J. W. Park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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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실험장치 공기주입 계통도T_HERMES-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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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Glass Filter (G2)

그림 3.1.22 실험장치의 공기주입기T-HERMES-1D



- 46 -

그림 3.1.23 의 계측장치T-HERMES-1D

공기주입 계통 및 벽면가열 계통을 통하여 자연순환 이상유동 형성 시 유동

의 부피 평균 기포분율 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소간- (volume-averaged void fraction)

극 지점 높이 상부 배출구 입구지점 높이 그리고 공기주입구 출( 0.980m), ( 3.405m),

구지점 높이 에 개의 차압계를 설치하였다 설치높이 기준 유입구 지점( 1.780m) 3 ( : ).

또한 주 실험부의 높이에 따른 절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 3.1.23과 같이 유

입구 개의 배출구 각 입구 최소간극 공기주입구 출구지점에 절대압력계 개를, 2 , , 5

설치하였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형성되는 자연순환 유량 측정을 위한 터빈 물.

유량계와 터빈 유량계의 양단의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도 설치하였다, .

자세한 계측장치의 사양 및 보정 결과들은 기술보고서 하광순 외 에KAERI [ , 2007]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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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표3.1.7에 제시된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정상상태 시 자연순환 유량과 기포율

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실험은 우선 공기주입 밸브를 충분히 개방한 후 실. ,

험장치에 물을 채워서 자연순환 유동을 형성하였는데 목표 수위까지 도달하면 곧,

정상상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 물탱크 수위 와 배출구의 높이 를 일정하게 유지한 후(3.571m) (3.384m) ,

각각의 유입구 면적에 대하여 공기주입량을 약 10% 50%(100% = 0.0565 m～ 3
/sec)

로 변화시킴에 따라 자연순환 유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3.1.24 는 배출구 면적이(b)

3.57×10
-3
m
2인 경우로 공기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자연순환 유량은 증가하였으나 유,

입구 면적이 작을수록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주입량에 대하.

여 자연순환 유량이 증가하는 형상은 유입구 면적이 작을 때는 거의 선형적이나,

유입구 면적이 커짐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그림. 3.1.24 는 배출구의(a)

면적을 로 줄인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공기주입량이 커짐에 따라 순환유량은 증1/2 .

가하였고 유입구 면적이 작은 경우는 그 증가량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 3.1.

24에서 실선은 측정 결과를 최소자승법 을 이용하여 표(least square method) 3.1.9

와 같이 지수함수의 상관식을 구한 후 나타낸 것이다 이 상관식과 측정결과의 오.

차는 그림 3.1.25와 같이 약 이내이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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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실험결과 공기주입량과 순환유량T-HERMES-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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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Equation : CF= A[1-exp(-B×AR)]

CF=Circulation Flow Rate(kg/sec)

AR=Air Flow Rate(m
3
/sec)

Case

A BInlet Area

(×10
-3
m
2
)

Outlet Area

(×10
-3
m
2
)

0.200 3.57 0.8086 194.790

0.314 3.57 1.1175 211.354

0.630 3.57 2.0403 189.265

1.05 3.57 2.5502 202.025

1.89 3.57 2.8846 198.199

3.57 3.57 3.0668 206.522

0.200 0.178 0.7826 250.173

0.314 0.178 1.1307 247.24

0.630 0.178 1.8683 203.100

1.05 0.178 2.2657 259.940

1.89 0.178 2.4762 279.297

3.57 0.178 2.5240 288.757

표 3.1.9 실험결과의 상관식T-HERMES-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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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실험결과와 상관식의 오차 범위T-HERMES-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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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에서 구한 공기유량에 대한 상관식을 이용하여 일정공기 유량에서 유

입구 면적 변화에 대한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를 계산하면 그림 3.1.26과 같다 그림.

3.1.26에서 유입구 면적이 증가할수록 자연순환 유량은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렴값으

로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유입구 면적이 증가하여도 자연순환 유량이 증가. ,

하지 않은 임계 유입구 면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기주입량이 이상. 30%

증가하여도 자연순환 유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6 는(a)

보다 배출구 면적을 로 축소한 경우로 유입구 면적이 작을 때는 배출구 면적(b) 1/2 ,

에 대한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유입구 면적이 클 때는 배출구 면적,

이 클수록 순환유량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연순환 유량이 작은 유.

입구 면적에서는 유입구 면적에 큰 유입구 면적에서는 배출구 면적에 각각 제한되,

기 때문이다.

실험에서 보조물탱크 수위는 유입구로부터T-HERMES-D 2.761m, 3.571m(

상부지점 기준 의 두가지로 조절 가능하며 유입구에 일정한 압력 조건을0.354m ) ,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배출구의 면적과 높이를 각각. 3.57×10
-3
m
2 유입구로, 2.259m(

부터 상부지점 기준 로 일정하게 한 후 보조물탱크 수위에 대한 자연순환0.354m ) ,

유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3.1.27에서 보는 것처럼 물탱크의 수위변화에 대해

서 자연순환 유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 조건은 보조물탱.

크 수위가 변화하더라도 배출구의 수직 위치가 보조물탱크 수위보다 항상 낮게 위

치한 경우이다 따라서 자연순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유입구부터 배출구.

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이 실험조건에서 보조물탱크 수위 변화는 자연순환 유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보조물탱크의 수위가 증가할 경우 주 실험부 유입구의. , ,

수두가 증가하는 만큼 배출구 상부의 수두도 증가하므로 유입구와 배출구까지의 등

가 수두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이것은 실험조건이 배출구가 보조물탱크 수위보다.

낮게 위치하기 때문으로 만약 배출구의 위치가 보조물탱크 수위보다 높다면 자연,

순환 유량은 감소할 것이다.

보조물탱크 수위와 배출구 면적을 각각 3.571m, 3.57×10
-3
m
2으로 고정한 후,

배출구 높이를 로 변화한 경우의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는 그림3.384m, 2.259m 3.1.

28과 같다 그림. 3.1.28 는 그림(b) 3.1.28 보다 배출구의 높이가 더 낮은 경(a) 1.125m

우의 실험 결과로서 자연순환 유량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배출구 높이가 낮아지면. ,

배출구 높이까지의 주 실험부와 물탱크의 압력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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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실험결과 유입구 면적과 순환유량T-HERMES-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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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실험결과 보조물탱크 수위와 순환유량T-HERMES-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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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실험결과 배출구 높이와 순환유량T-HERMES-1D :

라. 원자로 외벽 자연순환 차원 유동 해석 모델 개발1

실험장치에서 발생하는 자연순환 이상유동의 유량을 예측하T-HERMES-1D

고 실험 인자를 평가하기 위해 차원 드리프트 플럭스 모델, 1 (drift flux model) [M.

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Ishii, 1977] .

(1) 해석 방법

본 해석에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유동은 차원 정상상태이다1 .

� 이상유동 구간에서는 드리프트 플럭스 모델을 적용한다.

� 주입되는 공기와 유체의 온도는 같고 변하지 않는다.

� 주물탱크에서 유동은 무시한다.

� 유체내의 점성에 의한 운동량 손실은 무시한다.

위와 같은 가정에 따라 질량 및 운동량 보존식을 세우면 각각 식 과 식(3.1.3)

와 같다(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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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공기 질량 유량: ( ) ,  액상 물 질량 유량 압력: ( ) , p : ,

〈〉 단면평균 이상유동 밀도: ,  평균 이상유동 속도: ,

 중력가속도: ,  이상유동 마찰계수 유동직경: , D : ,

〈〉 단면평균 기포율: ,  기상 밀도, : ,  액상 밀도: ,

〈〉 이상유동 밀도: ,  드리프트 속도: ,

 공분산 속도 형상저항 계수: (covariance) , K :

식 의 질량 보존식에서 순환하는 물의 질량에 비해 주입되는 공기의 질(3.1.3)

량이 매우 작으므로 이상유동 순환 질량은 액상의 질량으로 근사할 수 있다 질량.

보존식과 함께 운동량 보존식을 풀어서 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를 실험

조건 및 가정에 맞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변수 중.  ,  를, z, D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
 , 


, 〈〉, , 〈〉,  에 관해 마찰

저항 및 형상 저항 상관식 드리프트 속도 상관식 등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상관식, .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고서 하광순 외 에 정리되어 있다KAERI [ , 2007] .

실험장치의 주물탱크에서 수위가 일정하고 주물탱크 내 물T-HERMES-1D ,

의 유동을 무시하면 실험부의 유입구부터 배출구까지의 영역에서 총 압력강하는,

주물탱크의 수두에 의한 압력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운동량 방정식인 식 를. (3.1.4)

유동의 높이방향에 대해 적분하여 식 에 대입하면(3.1.5)  순환유량 및 각 위치( )

에 대한 기포율을 계산할 수 있다.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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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과 차원 해석 결과의 비교T-HERMES-1D 1

실험과 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T-HERMES-1D

공기주입량 유입구 배출구 면적 배출구 높이를 변화시켜가며 자연순환 유량을 계, ,

산하였다.

그림 3.1.29는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써 의 배출구 높, 3.3584m

이에서 배출구 면적을 각각, 3.75×10
-3
m
2
, 1.78×10

-3
m
2 으로 고정하고 각각의 유입,

구 면적에 대하여 공기주입량의 변화에 따른 자연순환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29를 보면 차원 해석에 의해 계산된 자연순환 유량은 실험값과 유사한 경1

향을 보인다 그러나 공기주입량과 유입구 면적이 크고 자연순환 유량이 약, , , 1～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오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2.5kg/sec .

그림 3.1.30은 배출구의 면적을 3.57×10
-3
m
2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구,

의 높이를 각각 로 바꾼 경우의 실험결과와 차원 해석 결과를 비교3.359m, 2.259m 1

한 것이다 배출구 위치가 높아지면 자연순환 유량이 증가하는 실험결과를 해석결.

과가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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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실험과 차원 해석 결과 비교T-HERMES-1D 1 :

공기주입량과 순환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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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실험에 대한 차원 해석 결과는 그림T-HERMES-1D 1 3.1.31과

같이 자연순환 유량에 대하여 약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

그림 3.1.32는 실험의 공기주입구간의 기포율 변화를 차원T-HERMES-1D 1

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차원 해석에서 기포율은 공기주입량 혹은 순환유량에. 1

따라서 변하는 값으로 실험과 마찬가지로 계산수행 시 공기주입, T-HERMES-1D

구간을 부분으로 나누고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림3 . 3.1.32와 같이 공기주입량이

적거나 최소간극 지점에서 기포율 해석 결과는 상당한 오차를 가졌다 오차의 원인, .

으로 실험계측에서의 문제점과 계산 시 기포율을 계산하는 상관식에 존재하는 드,

리프트 속도의 모델링을 들 수 있다 실험에서 기포율 측정에 관. T-HERMES-1D

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 보고서 하광순 외 에 나타나 있다KAERI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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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실험과 차원 해석 결과 비교T-HERMES-1D 1 :

배출구 높이와 순환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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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실험과 차원 해석결과의 오차 비교T-HERMES-1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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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실험과 차원 해석 결과의 비교T-HERMES-1D 1 :

기포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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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순환 유량 결정인자 고찰

실험에서 자연순환 유량을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기T-HERMES-1D ,

위해 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러 실험 조건에 따라 운동량 보존방1 .

정식의 각 항의 크기를 비교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단열재 내부에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를 평가하였다.

실험에서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량은 공기주입에 의해 형성T-HERMES-1D

된 주 실험부 원자로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내부 유로 와 물탱크 단열재 외부의 냉각( ) (

수 의 수두차로 의해서 형성된다 이 수두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동력pool) . (driving

에서 유로 내의 모든 저항 을 뺀 크기가 관성력force) (form loss, wall friction, etc)

으로 작용하여 자연순환 유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inertia) . 3.1.33은 배출

구 면적이 3.57×10-3m2 공기주입량, 50%(0.0283m
3 일 때 유입구 면적의 증가에/sec)

따른 각 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물탱크가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유.

입구에서 작용하는 압력( 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물탱크 수두와 주 실험부의) .

수두( 와의 차이가 기동력 이 되며 그림) (driving force) , 3.1.33에서 막대의 전체

길이에 해당한다 공기유량이 일정하므로 기동력은 거의 일정하며 유입구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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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실험 터빈유량계를 포함한 유입구 면적에T-HERMES-1D

따른 압력강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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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터빈 유량계의 압력 강하 보정에 따른 자연순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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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실험 터빈유량계를 제거 시 유입구 면적에T-HERMES-1D

따른 압력강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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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수록 유입구에 의한 압력손실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입구 면.

적이 클 경우 터빈 물유량계에 의한 압력강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전.

체압력 강하량에서 터빈 유량계에 의한 압력손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므로 실제 원전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터빈유량계를 제외한 경우, APR1400

의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터빈유량계를 제거 시 순환유량의 계산결.

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3.1.34와 같으며 유입구 면적이 커질수록 터빈 물,

유량계로 인하여 순환유량의 차이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1.33

을 터빈 물유량계를 제거시의 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 3.1.35와 비교하여 보면,

터빈 물유량계에 의한 압력강하량이 제거됨으로써 유입구와 배출구에 의한 압력강

하량이 커지고 기동력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driving force) .

그림 3.1.36은 터빈 물유량계를 제거 시 유입구 면적과 배출구 면적이,

3.57×10
-3
m
2 일 때 공기주입량의 변화에 따른 각 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기동력은 공기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이상유동의 혼합 밀도가 낮아져 증가하게 된

다 하지만 기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순환유량이 증가하면서 유입구 배출구 및 유. , ,

로 내에서의 압력손실도 증가하여 기동력의 증가분이 관성력의 증가에 그대로 반,

영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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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실험 터빈유량계를 제거 시T-HERMES-1D

공기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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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원 실험결과와의 비교3

실제 중대사고시 원자로 외벽과 단열재 사이에서 형성되는 자연순환 이상유

동은 차원 유동이다 그러나 본 차원 해석에서는 부력에 의해 형성된 유동을 차3 . 1 1

원 유동이라는 가정을 하였으므로 차원 실험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3 .

를 위하여 전단계에서 수행한 연구 하광순 외 결과와 차HERMES-HALF [ , 2005] 1

원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장치는 실험장. HERMES-HALF T-HERMES-1D

치와 높이는 같고 원통형 유로의 면적이 배가 큰 것으로 실제 원자로 형태를 차42 3

원으로 모의한 것이다 또한 실험조건 즉 유입구 배출구 면적 공기주입량 또한 약. / ,

배 큰 경우에 해당하는 실험이다 그러나 실험장치는42 . T-HERMES-1D HERMES

실험장치에 존재하지 않은 터빈 물 유량계가 설치되어 상당부분의 압력강-HALF

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터빈 물 유량계의 압력강하량을 제외하고 수행.

한 차원 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1 HERMES-HALF .

차원 실험과 차원 해석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입구 및 배3 HERMES-HALF 1 ,

출구 면적을 각 실험장치의 원통부 유로 면적으로 나누어 면적비로 무차원화 하였

다 또한 자연순환 유량을 원통부 면적으로 나눈 질량유속으로 환산하였다 이와 같. .

이 구한 유입구 면적비에 따른 순환 질량유속을 비교한 것이 그림 3.1.37이다 그림.

3.1.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통부 면적으로 정규화한 면적비와 순환 질량유속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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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차원 실험과 차원 실험의 순환 질량유속의 비교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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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을 경우 차원 실험과 차원 실험 사이의 상사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 3 .

즉 차원과 차원 실험결과가 정성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차원 실험의 경, 1 3 . 1

우가 차원 실험보다 유입구 면적비 증가에 대한 질량유속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3

나고 있다.

마. 를 이용한 원자로 외벽 자연 순환 해석RELAP5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과도상태 열수력 현상을 차원으로 모의할 수 있는1

전산코드 를 사용하여RLAP5/MOD3 [The RELAP5 Development Team, 1995] T-

공기주입 실험의 공기와 물의 자연순환 이상유동을 모의하였다 본HERMES-1D .

해석에서는 주요 인자들이 이상 자연순환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내부 열속을 모의하는 공기 주입량 변화를 평가하였고 냉각수 유입구,

와 배출구 면적 및 배출구 위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1) 전산코드 개요 및 입력모델RELAP5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치에서 공기와 물의 차원 이상 자연T-HERMES-1D 1

순환 유동에 대하여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모의하였다 전RELAP5/MOD3 . RELAP5

산코드는 미국 의 후원하USNRC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에 미국 이 원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전의 사고해석을 위하여 개발한 최적평가용 전산코드이다 이 전산코드는 일차원.

이상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분리하여 총 개의 지배방정식을, , 6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그림 3.1.38은 실험장치를 모의하기 위한 입T-HERMES-1D RELAP5/MOD3

력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모델은 실험에서. RELAP5

증기 생성을 모의하는 공기 주입구를 개의 으로 모의하7 Time Dependent Junction

는 등 그림 3.1.19의 실험장치의 모든 부분을 모의하였다T-HERMES-1D .

계산의 초기조건은 초기 유동이 인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였RELAP5/MOD3 0

다 본 해석은 초기 유동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 주입구로 공기를 주입하면서 실험.

시 형성되는 물의 순환유동과 열수력 상태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민감도 해석에서 공기 주입량은 실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증기 생성량의 5 100%,～
냉각수 유입구 면적은 0.0002 0.00357m～ 2 냉각수 출구 면적은, 0.001 0.00357m～ 2 냉,

각수 배출구 위치는 상부와 하부 냉각수 수위는 정상적인 수위에서 하부 까, 1.0m

지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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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에 대한 입력모델T-HERMES-1D RELAP

(2) 해석결과 및 고찰

그림 3.1.39는 시간증가에 따라 냉각수인 물의 순환량 변화에 대한 RELAP5/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공기주입량은 전체 증기생성량의MOD3 .

냉각수 유입구 면적은30%, 0.00357m
2 냉각수 배출구 위치는, 0.00357m

2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냉각수 자연순환 유량은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연순환 이상유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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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계산결과 시간에 따른 순환유량의 변화RELAP5/MOD3 :

그림 3.1.40 계산결과 공기주입량에 따른RELAP5/MOD3 :

순환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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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은 공기주입량 증가시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한 RELAP5/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본 계산MOD3 T-HERMES-1D .

에서 냉각수 유입구 면적은 0.00357m
2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m

2이다 실험.

에서는 공기주입 장치의 한계 때문에 전체 증기 생성량의 약 까지만 실험을 수50%

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공기 주입량이 전체 증기생성량의 약 까지는 공기 주입량 증가가 냉. 50%

각수 순환량을 증가하게 하였으나 이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순환50% .

량이 감소한 이유는 공기 증가로 기포분율이 상승하여 냉각수 자연순환을 억제하였

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1은 공기주입량이 증가할 때 실험장치 높이에 따른 국소압력 변화

에 대한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냉각수 유입구 면RELAP5/MOD3 .

적은 0.00357m2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m
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

이가 상승함에 따라 국소 압력이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공기 주입.

량 변화는 국소압력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2

는 공기주입량이 증가할 때 실험장치 높이에 따른 기포분율 변화에 대한 RELAP5/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 냉각수 유입구 면적은MOD3 . 0.00357m
2
,

냉각수 배출구 위치는 0.00357m
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를 주입하는.

부위에서는 높이가 상승함에 따라 기포율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공기를 주입하는 부위를 지나면 높이 증가에 따라 기포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주입량을 증가시키면 기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43은 냉각수 유입구 면적을 증가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

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RELAP5/MOD3 T-HERMES-1D

다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발생량의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30%,

0.00357m
2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냉각수 유입구 면적을 크게 할수록 냉각수 순환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냉각수 유입구 면적이. 0.001m
2까지는 냉각수 유입구 면적이

증가할수록 냉각수 순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는 냉각수 유,

입구 면적이 증가하여도 냉각수 순환량 증가가 크지 않았다.

그림 3.1.44는 냉각수 배출구 면적을 증가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

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RELAP5/MOD3 T-HERMES-1D

다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발생량의 냉각수 유입구 면적은. 30%,

0.001052m
2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는 거의 비슷한 값.

을 보여 주고 있다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냉각수 유입구 면적과는 달리 냉각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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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유량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1 계산결과 공기주입량에 따른 높이별RELAP5/MOD3 :

압력분포

그림 3.1.42 계산결과 공기주입량에 따른 높이별RELAP5/MOD3 :

기포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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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계산결과 냉각수 유입구 면적에RELAP5/MOD3 :

따른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

그림 3.1.44 계산결과 냉각수 배출구 면적에 따른RELAP5/MOD3 :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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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계산결과 냉각수 배출구 위치에 따른RELAP5/MOD3 :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

그림 3.1.46 계산결과 냉각수 수위에 따른RELAP5/MOD3 :

자연순환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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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는 냉각수 배출구 위치를 변화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

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RELAP5/MOD3 T-HERMES-1D

다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발생량의 냉각수 유입구 면적은. 30%,

0.00357m
2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m

2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수.

배출구 위치가 하부로 내려갈수록 냉각수 순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1.46은 냉각수 수위를 변화시켰을 때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대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RELAP5/MOD3 T-HERMES-1D .

본 계산에서 공기 주입량은 전체 증기발생량의 냉각수 유입구 면적은30%,

0.00357m
2 냉각수 배출구 면적은, 0.00357m

2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수.

수위 변화는 냉각수 순환량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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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서 중대사고시 살수가 수소 거동에 미치는 영향APR1400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에는 사고 시에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수 계통이 갖추어져 있다 살수계통의 주목적은 격납건물 내의 열을 격납건물 밖.

으로 배출함으로써 격납건물 내의 대기 압력을 낮추어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살수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분출된 액적들은 사고 시 격납. ,

건물 내에 분포하는 핵분열 생성물을 포획함으로써 대기 중의 핵분열 생성물의 농

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사고 시에는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 피복재와 고온의 수증기가 화학반응을 하

여 수소가 생성되며 생성된 수소는 격납건물로 방출되어 폭발 시 격납건물에 큰 부

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건전성 확보 관점에서 수소 제어는 사고 관리

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격납건물로 방출된 수소는 살수계통의 작동으.

로 인하여 격납건물 내 공기 및 수증기와의 혼합이 촉진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살,

수된 액적에 의한 수증기의 응축으로 인하여 수소 농도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

다 이와 같은 살수계통의 작동으로 인한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격납건물.

내 수소 제어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격납건물 살수계통은 수소 안전성 관점

에서도 고려되어야한다.

격납건물 내 살수계통이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주로

외 외CONTAIN[K. K. Murata , 1989], MAAP[R. E. Henry , 1990], MELCOR[R.

외 등과 같은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되M. Summers , 1997] lumped-parameter(LP)

어왔다 그러나 살수계통 작동 시 격납건물 내 수소의 거동은 차원 유동 특성을. 3

가지기 때문에 다차원 코드를 이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외 외 등과 같이 살TOSQAN[E. Porcheron 2005], MISTRA[I. Tkatschenko , 2005]

수가 비응축 기체의 거동 및 수증기의 응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실험들은 정밀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정량적 데이터를 생산함으,

로써 해석 코드들의 살수 모델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을 대상으로 사고 시에 살수계통이 수소의 거동에 미APR1400

치는 영향을 차원 코드인 외 를 이용하여 정3 CFD GASFLOW[J. R. Travis , 1998]

성적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의 살수 모델에 대한 검, GASFLOW

증을 위하여 실험을 해석하여 그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으며 살수TOSQAN ,

현상의 해석을 위한 코드의 활용이 적절함을 보이고자 하였다GAS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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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살수 계통 특성 및 살수 해석 모델

(1) 코드의 살수 해석 모델 검증GASFLOW

코드는 직각격자 유한체적법을 이용하여 비정상 압축성GASFLOW

방정식을 이산화하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를 구한다Navier-Stokes ICED-ALE .

기체와 액적의 이상 유동 해석을 위하여 는 균질 모델(two-phase flow) GASFLOW

을 사용한다 의 살수 모델은(homogeneous two-phase model) . GASFLOW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mechanically equilibrium, thermally non-equilibrium .

은 기상 과 액상 의 운동량 방정식을Mechanical equilibrium (gas phase) (liquid phase)

따로 풀지 않고 하나의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기상과 액상

이 동일한 속도를 가진다 모델은 기상과 액상의 에너지. Thermal non-equilibrium

보존을 분리해서 해결하며 상변화 기상 액상 혹은 액상 기상 에 의한 에너지( , )→ →
의 전달은 액상과 기상의 에너지 방정식에서 원 항으로 처리된다 기상과(source) .

액상 여기서는 살수에 의한 액적 이 동일한 속도를 가지는( ) mechanical equilibrium

모델은 이상 유동의 거동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격납건물과 같이 거대한 구조물 내의 이상 유동 특히 살수에 의해 대량으

로 방출되는 액적의 거동을 모의하는 데는 수치 계산의 효율 관점에서 공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의 살수 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을 해석하였다GASFLOW TOSQAN .

실험은 내부 직경이 높이가 이며 체적이TOSQAN 1.5m, 4.8m 7m
3 인 원통형의 밀

폐된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수증기와 비응축 기체를 용기 내에 주입하여 실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살수 실험 외 에 대하여. TOSQAN test 101[J. Malet , 2005]

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GASFLOW .

살수 실험 에서는 용기 벽의 온도를 로 유지하였으며 용기TOSQAN test 101 120 ,℃
내 대기는 상대습도 의 수증기와 공기의 혼합 기체로 초기 용기 내 대기의 압75%

력은 이었다 살수 노즐은 용기 내 중심축 상에서 상부 벽으로부터 떨2.5bar . 70cm

어진 곳에 설치되었으며 직경 크기의 액적을 의 유량으로 분무하였다, 0.02cm 30g/s .

살수 실험 을 해석하기 위하여 용기를 실린더 좌표의 격자TOSQAN test 101

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원주방향으로 각각의 셀이, 30
o의 각도를 가지도록 12

의 셀을 사용하였고 반경 방향과 용기의 수직한 방향으로 각각 개와 개의 셀을11 49

사용하였다 살수는 살수 노즐의 분무각을 고려하여 유량의 절반은 수직 하향으로.

그리고 절반은 반경 방향으로 분무되도록 모델링하였다 살수실험. TOSQAN test

에서는 용기의 벽면 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용기 벽면에서 방출되는 복사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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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용기 내 수증기에 의하여 흡수됨으로써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용기 내 열전달

메커니즘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화법을 이용한 복사열전달P1

을 포함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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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를 이용한 실험 해석 결과GASFLOW TOSQAN

기체 온도 변화 수증기 농도 변화(a) , (b)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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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은 살수 실험 에 대하여 를 이용한TOSQAN test 101 GASFLOW

계산 결과이다 그림. 3.1.47 는 살수 노즐 근처에서 시간에 따른 기체 온도의 변화(a)

에 대하여 계산 결과와 실험값을 비교한 것으로 의 이상유동 및 살수, GASFLOW

모델이 온도 변화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

수계통이 작동하면서 기체의 온도는 매우 빠르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간,

이 진행됨에 따라 뜨거운 용기 벽면으로부터 받은 열과 살수 액적에 의해 손실된

열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로 점근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1.

47 는 살수 노즐 근처에서의 수증기의 체적 분율을 이용한 농도의 변화를 시간에(b)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실험값과 비교해서 계산 결과가 수증기의 농도를 다소 높게.

예측하고 있지만 살수 액적에 의한 수증기의 응축을 의 이상유동 모델, GASFLOW

이 적절히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드를 이용하여 살수 실험 에 대하여 해석하GASFLOW TOSQAN test 101

여 계산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으며 이 비교를 통하여 의 이상유동, GASFLOW

및 살수 모델이 응축 및 비응축 기체와 살수 액적의 이상유동 살수 액적에 의한,

수증기의 응축 및 액적의 증발을 적절히 모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의 살수계통APR1400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내의 살수계통은 수원 펌(resource of spray water),

프 열교환기 살수 배관 및 노즐 등으로 구성된다 의 살수계통, , . APR1400 [KEPCO,

은 개의 독립적인 트레인 으로 구성되며2001] 2 (train) IRWST(In-containment

내의 핵연료 재장전수 수원으로 사용한다 살수계Refueling Water Storage Tank) .

통의 각 트레인마다 펌프와 열교환기 그리고 노즐링을 배치한다 의 살수. APR1400

계통은 순환 방식으로 로부터 물을 흡입하여 열교환기에서 열(recirculation) IRWST

을 제거한 후 살수 노즐로 보내진다 살수 된 물은 액적 형태로 분무되어 대기 중.

에서 자유 낙하하여 내에 다시 모이게 된다 의 살수 펌프는 격납IRWST . APR1400

건물 살수 작동 신호 에 의하여 작동을(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 CSAS)

하게 되며 신호는 두 가지의 이벤트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첫째는 제어실의, CSAS .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발생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격납건물 내 압력이 설정,

값 인 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가 발생하는 경우이(set point) 2.36bar (20.03psi) CSAS

다 펌프 성능은. 18,925l 이며 살수계통의 열교환기는 출구 온도가/m (5000gpm) ,

로 설계되어 있다 살수 노즐은 살수 노즐 링에 붙어 있으며 개의 주 살수74.2 . 4℃
노즐 링은 주로 격납건물 돔 영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개의 보조 살수 노즐(dome) , 2

링은 격납건물 의 아래에 있는 환형격실에 설치되어 있다 노즐의 총operating d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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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개이며 주 살수 노즐은 개 보조 살수 노즐은 개로 구성되어 있다316 282 , 79 .

살수계통의 총 유량은 로 단위 노즐로 환산하면 이다 그APR1400 312kg/s 0.86 kg/s .

리고 노즐에서 분무되는 액적의 평균 직경은 이다 그림1mm . 3.1.48은 GASFLOW

해석을 위하여 모델링된 의 표면 격자와 노즐 링을 보여준다 돔 상부에APR1400 .

있는 개의 노즐 링과 환형격실에 있는 개의 보조 살수 링은 격자의 정밀도로 인2 2

하여 개의 링으로 모델링하였다1 .

그림 3.1.48 해석을 위하여 모델링된 차원 격납건물의GASFLOW 3

격자와 살수 노즐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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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에 대한 수소 거동 분석(SBLOCA)

에서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살수계통의 작동이APR1400 (SBLOCA)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파단부를GASFLOW .

통하여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냉각재 수증기 수소의 방출률은 계산으로 얻, , MAAP

었다 이 경우에는 격납건물 내 압력이 의 압력 설정 값보다 높게 상승하지. CSAS

않기 때문에 살수계통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에 의.

하여 살수계통이 수동으로 작동한다는 가정을 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하

여 살수가 수소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살수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Base-case:

� 살수계통이 사고 시작 초부터 초 동안 작동하는 경우Spray-case1: 5,000 500

이 기간 동안 수소는 방출되지 않음( )

� 살수계통이 초부터 초 동안 작동하는 경우 이 기간Spray-case2: 5,500 1,000 (

동안 수소가 방출됨)

그림 3.1.49 사고 시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냉각재 수증기SBLOCA , ,

수소의 시간에 따른 방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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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는 저온관 파단부를 통하여 방출되는 냉각재 수증기 수소 등의 질,

량유량을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 과 의 살수계통 작, spray-case1 spray-case2

동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경우에는 수소. spray-case1

방출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초 이전까지 살수계통이 작동하며 의5,550 , spray-case2

경우는 수소가 급격히 방출되는 기간 동안 살수계통이 작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각 경우에 대하여 코드로 계산된 격납건물 내 압력과 온도의 변GASFLOW

화를 그림 3.1.5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수계통이 작동하는 않.

는 경우에도 격납건물 내 압력은 최고 까지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2.2bar .

압력은 살수계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설정 압력 값CSAS

인 보다 작은 값이다 살수계통이 작동하는 과 의 경2.3bar . spray-case1 spray-case2

우 살수계통이 작동하자 격납건물 내 압력이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리고 그림 3.1.4 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보면 살수계통이 작동하면서 대기(b) ,

의 온도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살수계통은 격납건물.

내 압력과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고 시작 초. 6,500

이후에 격납건물 내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은 그림 3.1.49에 보는 바와 같이 고

온의 수증기 방출률이 다소 높아졌기 때문이다.

격납건물 내 생성되는 수소 혼합기체의 수소 연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를 이용하였다 는 가 보다 큰 수소 혼합 기sigma cloud . Sigma cloud sigma index 1

체를 의미한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 기체의 연소 특성 특히 화염 가속 특성은.

로 표현되는데 이 는 연소 전후의 밀도비를 나타내는sigma index , sigma index

값을 실험에서 얻어진 화염가속이 일어나는 임계 외sigma sigma[S. B. Dorofeev ,

값으로 나눈 것으로서 화염 가속 지수로 표현된다 즉 의 크기가1999] . sigma cloud

클수록 화염가속 가능성이 있는 수소 혼합 기체의 체적이 증가하게 되며 이것은 바

로 화염이 폭발로 천이하는 것을 나타내는 DDT(Deflagration to Detonation

지수가 보다 커짐을 의미한다 결국 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Transition) 1 . DDT

가 를 기준으로 가능한 작게 하는 것이 좋다sigma cloud detonation cell size [W.

외 외 그림Breitung , 1999, S. B. Dorofeev , 1996]. 3.1.51은 사고 시작 초 후6,275

수소의 방출률이 최대가 된 때 격납건물 내에 형성된 를 보여준다( ) sigma cloud .

은 살수계통이 작동된 후 수소가 방출되기 전에 작동을 멈춘 경우로Spray-case1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다른 두 경우에 비하여 더 큰 것을 알 수sigma cloud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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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시 격납건물 내 압력과 온도 변화S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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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 노즐에서 분무된 액적들은 중력에 의하여 자유낙하하면서 수증기와 접

촉을 하게 되며 수증기는 액적의 낮은 온도로 인하여 응축하게 된다 수증기의 응.

축은 수소 수증기 공기 혼합기체의 밀도를 낮추게 되어 압력은 빠르게 감소하게 된- -

다 그러나 수소 제어 관점에서 보면 혼합 기체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응축에 의해.

수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에 비하여 격납. Spray-case1 base-case

건물 돔 영역에서 가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살수 노즐에서 분무된 액적sigma cloud

으로 인한 수증기의 응축과 이로 인한 수소 농도의 상대적인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

다 한편 수소가 방출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살수계통이 작동한 의 경우. , spray-case2

돔 영역에서 가 소멸된 것을 그림sigma cloud 3.1.51 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c) . ,

살수 액적의 하강 유동과 액적에 의한 수증기의 응축으로부터 유도된 기체의 혼합

이 수소의 확산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혼합 유동에 의한 수소의 확산은 수.

소의 국소적 농도를 낮추며 최종적으로 의 크기를 줄이거나 소멸시키는sigma cloud

역할을 한다.

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사고 시 격납건물로 방출되는SBLOCA GASFLOW

수소의 거동 및 농도 분포는 살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1.51 시 초 경과 후 격납건물 내SBLOCA 6,272 sigma cloud

(a) base-case, (b) spray-case1, (c) spray-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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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에 대한 수소 거동 분석(LBLOCA)

경우와 비교하여 시에는 저온관 파단부로 방출되는 고온SBLOCA , LBLOCA

고압의 냉각재와 수증기의 양이 의 배나 되기 때문에 격납건물 내 압력SBLOCA 2

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격납건물 내에 발달되는 높은 압력으.

로 인하여 가 자동으로 발생되며 는 살수계통을 작동시키게 된다CSAS CSAS .

에 대하여 살수계통의 작동이 격납건물 내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LBLOCA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 살수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Base-case:

� 격납건물 내 압력이 의 설정값 이상 상승한 때부터 계속해Spray-case: CSAS

서 살수계통이 작동하는 경우

는 시에 살수계통의 작동이 수소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Base-case LBLOCA

을 비교하기 위한 경우로서 살수계통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는 시 대량으로 방출되는 고온 고압의 냉각재와. Spray-case LBOCA

수증기에 의해 만들어진 압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살수계통이 작동하며 작동된 이후

에는 계속적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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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시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냉각재 수증기 수소의LBLOCA , ,

시간에 따른 방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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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시 격납건물 내 압력과 온도 변화LB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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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는 를 이용한 사고 해석에서 얻어진 냉각재와MELCOR LBLOCA

수증기 그리고 수소의 시간에 따른 방출 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의 경우. LBLOCA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수증기의 양은 다른 사고 경위에 비하여 매우 크며 특히 고,

온 고압의 냉각재는 파단부를 통해서 나오면서 격납건물 내 낮은 압력에 의하여 바

로 수증기로 변하게 되며 이것은 격납건물 내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한다 그, .

림 3.1.53은 와 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격납건물 내 압력과 온base-case spray-case

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살수계통의 작동은 의 경우에도 압력과 온도를 크. LBLOCA

게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처럼 급격한 압력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SBLOCA .

인 경우 격납건물 내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사고 시작 초 후에 살수Spray-case , , 93

계통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납건물 내 압력은 살수계통이 작동한 후에도.

잠시 동안 증가하였으나 최대 압력은 에 비하여 낮았다base-case .

그림 3.1.54 시 초에서 격납건물 내 수소 분포LBLOCA 5,000

(a) base-case, (b) spray-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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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 격납건물 내로 방출된 수증기의 양이 많LBLOCA

기 때문에 그림 3.1.5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경우 수소의 농도는 매(a) base-case

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의 경우 그림. Spray-case 3.1.54 에서 볼 수 있듯이(b)

수소가 격납건물 내에서 매우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살수,

노즐에서 분무되어 자유낙하하는 액적으로부터 유도된 수소의 확산에 의한 수소 농

도 감소가 수증기의 응축으로 인한 수소 농도의 증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55는 저온관 파단부로 방출되는 수소의 양이 최대인 초에서 격납건물5,000

내에 형성된 를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격납건물 돔 영역에서sigma cloud . Base-case

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수소가 방출되는 증기발생기 격실에서 무시할sigma cloud

정도의 크기의 가 형성되어 있다 살수계통이 작동된 에서는sigma cloud . spray-case

그림 3.1.5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격실에서 에 비하여(b) base-case sigma

가 다소 증대되어 있으나 여전히 돔 영역에서는 가 형성되어 있지cloud sigma cloud

않다 시 살수계통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격납건물 내에 분포한 수. LBLOCA

증기의 응축뿐만 아니라 수소의 확산을 유도하여 수소 농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3.1.55 시 초에서 격납건물 내 형성된LBLOCA 5,000 sigma cloud

(a) base-case, (b) spray-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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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은 격납건물 돔 영역에 형성된 수소 수증기 공기 혼합 기체의 특- -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에 따른 수소 및 수증기의 평균 및 최대 농도 변화와,

수소 연소 발생 시 화염 가속 가능성의 지표인 지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sigma

다 에서는 돔 영역에서 평균 수증기의 농도가 이상을 유지하고. Base-case 60 vol%

있기 때문에 수소 혼합기체는 비가연 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non-flammable)

다 에서는 살수에 의한 수증기의 응축으로 인하여 돔 영역에서 수증기. Spray-case

의 농도는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살수에 의하여 수증기의 농도가20 vol% .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의 낮은 농도로 인하여 지수는 보다 매우 낮은sigma 1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서는 사고 해석 기간 동안 아래의 격실에서는 수Base-case operating deck

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에서는 수소가 방출되면서 곧 격납건물 하부에spray-case

위치한 대부분의 격실에서 수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살수가 수소의 확산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와 의 해석 결과의 비교를. Base-case spray-case

통하여 살수 액적의 하향 유동이 격납건물 내 수소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1.56 시 격납건물 돔 영역에 형성된 수소 혼합기체의 특성LBLOCA

(a) base-case, (b) spray-case



- 82 -

4. 격납건물 수소제어를 위한 수소천이폭발 평가DDT( )

를 이용하여 사고 시나리오 별로 격납건물 내 수소 거동GASFLOW APR1400

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와 같은 특정 격실에서 방출되는 수증, IRWST

기의 방출률 및 방출 시기 수소의 방출률 및 방출 시기에 따라 격실 내에서 형성,

되는 수소 구름의 특성이 달라진다 특히 의 스파저 로 방출되는 수. IRWST (sparger)

증기가 대부분 응축되고 수소만 방출되는 경우에는 높은 수소 방출률로 인하여

격실은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활용되고IRWST DDT .

있는 수소 거동 분석 코드들은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원자로 내에서 생성되어 격납

건물로 방출되는 수소와 수증기의 방출률을 이용하여 격납건물 내에서 기체의 거동

과 분포만을 파악하며 각 격실에서 형성되는 수소구름의 특성을 화염가속지수와,

지수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격실의 구조적 특성을 완DDT - ,σ λ
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격실의 구조와 크기를 반영하여 격실 내에서 수소 농도에 따른 수소 화염의

특성 화염의 전파 속도 그리고 발생을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 DDT mechanistic

하게 평가하는 것은 수소제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농도에.

따른 화염의 전파 특성과 격실의 크기 및 구조가 화염의 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가. 수소 연소 해석을 위한 코드의 검증GASFLOW

본 연구에서는 코드를 이용하여 의 내에서 화염GASFLOW APR1400 IRWST

의 가속 특성을 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코드에 포함된 연소mechanistic GASFLOW

모델을 분석하고 그 모델을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 의 연소 모델GASFLOW

는 개의 화학종GASFLOW 25 (C, CO, CO2, H2, H2O, N2, N2O, O2, air, Ar, He,

NH3, CH3, HO, H, HO2, NO, O, NH, HNO, H2O2, NH2, LG, Xenon, H2Ol 에 해당)

하는 물성치 열전도도 열용량 점성계수 확산계수 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k, Cp, , D)μ
있다 라디칼과 같은 수소 화학반응의 중간 생성물에 대한 물성치 데이터를 포. HO

함하고 있고 가 수송에 관한 방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 GASFLOW multi-species

에 일반적인 수소연소 모델의 도입이 가능하나 현재는 단계 수소 연소 모델만 포1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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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는 다음과 같은 수소연소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GASFLOW .

� Global 1-step finite-rate chemical kinetics model:

- 의 화학반응 속도식을 이용하는 단계 화학반응 모델로 옵션에Arrhenius 1

따라 순방향 혹은 역방향의 화학반응을 고려할 수 있음.

� Eddy-Break-Up (EBU) model[D. B. Spalding, 1971]:

- 이 제안한 모델로 화학반응 속도는 난류혼합 시간척도Spalding (turbulent

에 의해 결정됨mixing time scale) .

- 난류모델과 연계하여k-ε τEBU 에 의하여 화학반응 속도 계산함= k/ .ε

(2) 실험 해석FLAME

가 실험 개요( ) FLMAE

외 실험은 의 지원을 받아 미국FLAME[M. P. Sherman , 1989] US NRC

국립연구소에서 수행한 수소 연소 및 화염 가속 평가 실험이다 실Sandia . FLAME

험은 길이가 높이와 폭이 각각 인 직사각 단면을 가진 긴 채30.5m, 2.44m, 1.83m

널에서 수행되었으며 수소의 농도 채널 내부의 장애물의 유무 그리고 채널 상부벽, ,

에 환기구의 존재에 따른 수소 화염의 가속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FLMAE

채널의 규모는 의 상부 플레넘의 크기를 고려하여 스케일ice-condensing PWR 1/2

로 제작되었다 채널의 앞쪽 끝은 벽으로 막혀 있고 이 부분에서 점화기로. FLAME

수소 연소를 발생시키며 뒤쪽 끝은 열린 형태로 구성하여 수소 화염에 의하여 발,

생하는 압력파가 채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수소의 농도는 기준 혹은 체적FLAME mole (

기준 으로 에서 사이에 있으며 수소농도 에서 약간의 수소 화염) 12% 30% , 12 vol%

가속이 측정되었으며 에서 채널 내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유동의 혼합을, 15 vol%

증가시킨 경우 채널의 끝단부에서 가 발생하였다 실험은 상부 벽의DDT . FLAME

환기구 면적비와 수소의 농도 그리고 장애물의 존재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

실험 보고서에서는 에서 까지의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FLAME F-1 F-29 . F-1

에서 까지는 채널 내부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실험하였으며 에서F-20 , F-21

는 내부에 블록 형태 혹은 판형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실험하였다F-29 .

나 형상 및 격자( )

본 계산에서는 채널 내부에 평판 형태의 장애물을 모델링하여 그GASFLOW

림 3.1.57과 같은 의 직각격자를 사용하였다201 17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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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실험해석을 위한 격자FLAME

다 계산 결과( )

본 검증 연구에서는 실험 중에서 테스트 의 조건에FLMAE F-8, F-10, F-22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과 는 채널 내부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F-8 F-12 FLMAE

않고 수소 농도에 따른 수소화염의 전파 속도 및 화염 가속을 실험한 경우로서

은 다소 높은 의 수소농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은 수소 농F-8 18.4vol% , F-10

도가 로 다소 낮은 수소 농도의 수소 공기 혼합기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12.3vol% -

행하였다 그리고 실험은 채널 내부에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수직 평. F-22 1.83m

판을 채널의 좌우 벽면에 설치하여 수소 화염이 전파하면서 평판형태의 장애물에

의하여 난류가 발생하는 경우 화염의 전파 및 가속 특성을 보는 실험이다 본 연구.

에서는 위에 언급된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코드를F-8, F-10, F-22 GASFLOW

이용하여 수소화염의 전파 속도를 평가함으로써 코드에 포함된 연소모GASFLOW

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라 실험 해석( ) F-10

실험은 수소 농도가 로 다소 낮은 경우로 채널 내부에 난류F-10 12.3vol% ,

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킬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서도 화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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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속도가 매우 낮게 예측되었다 그림. 3.1.58은 계산에서 화염면의GASFLOW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온선도를 각 시간에 따라 그린 것으로 화염면의 구조,

및 화염의 전파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수소 농도가 인 경우 수소 화염. 12.3vol%

은 매우 느린 속도로 전파해가며 특히 연소 기체와 비연소 기체 사이의 온도 차이,

에 의한 부력의 영향으로 화염면이 많이 휘어져 있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58

그림 3.1.58 실험에 대한 계산 결과 등온선도를FLAME F-10 :

이용한 화염면의 위치 (a) t = 0.4s, (b) t= 0.8s, (c) t = 1.2s,

(d) t = 1.6s, (e) t = 2.0s, (f) t = 2.4s, (g) t = 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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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널의 하부보다 상부에서 화염이 다소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3.1.59는 실험에 대하여 채널의 길이 방향으로 점화기 위치에서 거F-10

리에 따른 수소 화염의 도달 시간을 실험값과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GASFLOW

으로서 채널 내부에서 전파되는 수소 화염의 위치를 가 대체적으로 잘GASLFOW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널 내부에 장애물이 없고 수소 농도가 로. 12.3vol%

낮은 경우 수소 화염은 난류의 예혼합 화염으로 채널 내부를 천천히 전파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계산에서는 채널의 출구 근처에서 화염이 다소 빨라지. GASFLOW

는 것으로 파악되나 화염의 최대 속도는 약 로 여전히 낮은 속도를 유지하고30m/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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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계산 결과 화염면 도달 시간FLAME F-10 :

마 실험 해석( ) F-8

실험은 실험에 비해 채널 내부에서 수소 공기 혼합기체의 수소농F-8 F-10 -

도가 로 다소 높은 경우로 이 실험에 대하여 코드를 이용하18.4vol% , GASFLOW

여 수소 화염의 전파 특성을 해석하였다 그림. 3.1.60은 각 시간에 따른 수소 화염

의 화염면을 보기 위하여 동온선도를 그린 것으로서 실험에 비해 매우 빠른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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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화염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소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소 농도가 낮은 실험과 비교하여 연소 기체의 높은 온도로 인한 부력의 영F-10

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60의 와 에서 화염면의 위치를 이용하여(d) (e)

화염면의 전파속도를 계산하면 약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125m/s .

그림 3.1.61는 실험에 대하여 채널의 왼쪽 끝단에 설치된 점화기 위치에F-8

서 채널의 길이 방향으로 거리에 따른 수소 화염의 도달 시간을 실험값과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채널 내부에서 전파되는 수소 화염의 위치GASFLOW

를 가 대체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ASLFOW .

그림 3.1.60 실험에 대한 계산 결과 등온선도를 이용FLAME F-8 :

한 화염면의 위치 (a) t = 181ms, (b) t = 222ms, (c) t = 262ms,

(d) t = 303ms, (e) t = 343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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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계산 결과 화염면 도달 시간FLAME F-8 :

바 실험 해석( ) F-22

실험은 채널 내부의 좌우 수직 벽에 평판을 간격으로 설치하여F-22 1.83m

채널 단면적에 대한 장애물의 면적인 를 로 설정하고 수소 농도blockage ratio 33% ,

인 수소 공기 혼합기체에서 수소화염의 전파를 실험하였으며 특히 채널의15 vol% - ,

끝단에서 가 발생한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연소모델이 화염DDT . GASFLOW

의 가속을 잘 모의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F-22

하였다.

그림 3.1.62는 채널 내부를 전파해가는 화염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간단계에서 등온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염면에서 수.

소의 연소로 인하여 비연소 영역과 연소영역 사이의 온도구배가 큰 것을 알 수 있

다 부터 사이에 화염의 이동거리는 약 정도이며 이것은 화염의. 223ms 283ms 5m

전파속도로 약 정도로 화염이 다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83m/s

다 화염이 채널의 후반부로 전파해 감에 따라 화염이 점점 가속되어 에서. 334ms

사이에 채널 길이로 약 를 이동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평균 화염 전344ms 6.5m

파 속도는 약 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소화염의 전파650m/s .

속도가 약 를 넘어서면 영역의 화염이 화염으로 천100m/s deflagration de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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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영역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실험의 경우 채널의 후반부에서DDT . F-22

가 발생한 것을 위의 시각에 따른 화염면의 위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DDT .

실험에서 화염의 최대 이동속도 를 약Test22 (Peak equivalent planar flame speed)

로 예측하고 있다700m/s .

그림 3.1.63은 점화 위에서 채널의 길이 방향 여기서는 수소 화염의 전파 방(

향 으로 각 지점에서 화염이 도달한 시간 을 나타낸 것이다) (time of arrival) .

계산에서 화염의 도달 시간을 대체적으로 잘 모의한 것으로 판단되지GASFLOW

만 전반부에서는 실험보다 화염이 빨리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채널의 끝 부분으로,

가면서 화염이 실험보다 약간 늦게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은 수소. FLAME

가 연소되기 전에 수소와 공기가 혼합되어 채널 내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채널 시

작점에서 점화기에 의하여 수소 혼합기체가 발화한다 초기에는 층류화염이 만들어.

져 매우 느린 속도로 화염이 전파되어 가다가 연소에 의한 연소기체의 팽창 그리, ,

고 장애물에 의한 혼합 등으로 층류화염에서 난류화염으로 천이되며 이로 인하여,

화염면은 서서히 구겨져서 연소 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화염은 점점(wrinkled) ,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 기계공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연소기 내에서 수소의.

연소는 주로 확산화염으로 수소와 공기의 혼합이 난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연소가

난류 연소 영역에 속하는 반면에 실험과 같이 격납건물 내에 정체된 수소FLAME

의 연소는 연소 영역이 층류에서부터 시작하여 난류영역으로 천이하고 나중에는

를 거치는 매우 다양한 연소 특성을 보인다 계산에서도 층류 연DDT . GASFLOW

소에서 난류 연소로의 천이를 잘 모의할 수 없는 연소 모델의 한계로 인하여 초기

에는 채널 길이의 이내 화염의 전파속도가 실험보다 다소 빠르게 나타난 것으( 5m )

로 판단된다 채널의 길이가 를 지나면서 화염의 도달 시간은 매우 가파르게 짧. 10m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영역에서 화염이 급격하게 가속되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림 3.1.64는 채널의 길이 방향으로 각 지점에서 압력의 최대값의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채널의 끝 부근에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채널의.

끝에서 최대 압력을 실험과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실험에서는 약 기압까지, 31

상승하였으며 계산에서는 약 기압까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 GASFLOW 25 .

험과 계산에서 최대 압력의 발생 위치와 최대 압력의 크기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

만 압력의 급격한 증가를 가 정성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 GASFLOW

다 채널 끝에서 압력이 매우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아 채널 출구 부근에서.

연소가 발생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deto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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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실험에 대한 계산 결과 등온선도FLAME F-22 :

를 이용한 화염면의 위치 (a) t = 142ms, (b) t = 223ms, (c)

t = 283ms, (d) t = 314ms, (e) t = 334ms, (f) t = 344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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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계산 결과 화염면 도달 시간FLAME F-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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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 계산 결과 채널 길이에 대한 최대 압력FLAME F-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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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 내 수소 연소 및 화염 가속 평가APR1400 IRWST

은 핵연료 재장전시 필요한 냉각수의 저장 용기인 핵연료 재장전수APR1400

탱크 를 격납건물 내부에 두는(Refueling Water Storage Tank, RWST) IRWST

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내(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 IRWST

의 냉각수는 핵연료 교환 시에는 격납건물 상부에 위치한 풀로 공급되며 사고 시,

에는 원자로 외벽냉각을 위하여 원자로 공동 충수를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는 가압기의 와 연결된 스파저IRWST POSRV(Pilot-Operated Safety Relief Valve)

를 통하여 고압 사고 전원상실사고 급수상실사고 등 시에 원자로 냉각재를 배수하( , )

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고압사고가 진행되면 핵연료 피복재와 고온 수증기가. ,

원자로 내에서 화학반응을 하여 수소를 생성하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내 냉각수에 잠겨있는 스파저를 통하여 내로 수증기와 함께 방출IRWST IRWST

된다 의 설계에 반영된 는 환형의 형태로 격납건물 하부에 위치하. APR1400 IRWST

며 내벽의 반지름이 외벽의 반지름이 이다 내부 공동의 높, 16.15m, 21.89m . IRWST

이는 이고 냉각수가 채워져 있을 때 빈 공간의 높이는 약 이4.87m(16ft) 1.37m(4.5ft)

다 는 냉각수의 이동에 따라 내부 압력이 변하게 되며 내부와 외부의 압력. IRWST ,

을 맞추기 위하여 천정에 환기구와 플랩 형태의 압력 댐퍼IRWST (pressure relief

가 설치된다damper) .

는 의 수소제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온관IRWST APR1400 . ,

저온관 파단 사고의 경우에는 원자로에서 생성된 수소는 파단부를 통하여 격납건물

내로 방출되지만 전원상실 사고 급수상실 사고 등과 같은 고압 사고인 경우에는, ,

스파저를 통하여 내로 방출되기 때문에 고농도의 수소 구름이 형성될 수IRWST

있다 높은 수소 농도를 가진 수소 공기 혼합기체는 열원이나 전기적 스파크에 의. -

하여 점화가 되면 급격한 연소로 인하여 폭발로 이어져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

할 수 있기 때문에 은 내에 형성되는 수소 구름의 수소 농도를, APR1400 IRWST

제어하기 위하여 수소점화기와 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PAR .

수소점화기는 능동형의 수소제어장치로서 인위적인 작동이 필요하고 작동불능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는. 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피동형 수소 제어장치로 수소점화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

지만 수소제거율이 매우 낮아서 수소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를 이용하여 사고 시나리오 별로 격납건물 내 수소 거동GASFLOW APR1400

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격실은 스파저로부터 방출되는 수증기, IRWST

의 방출률 및 방출 시기 수소의 방출률 및 방출 시기에 따라 격실 내에서, IR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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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수소 구름의 특성이 달라진다 특히 스파저로 방출되는 수증기가 대부분.

응축되고 건조한 수소만 방출되는 경우에는 높은 수소 방출률로 인하여 격IRWST

실은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는 바깥 벽면의 총DDT . IRWST

길이가 약 에 이르는 매우 큰 환형의 격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천정에는137m 4

개의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의 격실 내에서 수소 농도에 따른 수.

소 화염의 특성 화염의 전파 속도 그리고 발생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평, , DDT

가하는 것은 수소제어 관점에서 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IRWST .

연구에서는 수소 농도에 따른 화염의 전파 특성과 환기구가 화염의 가속에IRWST

미치는 영향을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GASFLOW .

그림 3.1.65는 코드로 내 수소 연소 해석을 위해 사용한GASFLOW IRWST

격자로서 실린더 좌표를 사용하였으며 반경방향으로 원주방향으로 높이, 41, 361,

방향으로 개의 격자점을 생성하였다11 .

(1) 내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 대한 수소 연소 해석IRWST 12vol%

내 수소 공기 혼합기체의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 대하여 수IRWST - 12vol%

소 화염의 전파를 계산하였다 이 계산에서는 내. IRWST 120
o 에 설치된 점화기에

그림 3.1.65 코드로 내 수소 연소 해석을GASFLOW IRWST

위해 사용한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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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점화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천정에 환기구가 없는 경우에, IRWST

수소 화염의 전파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3.1.66은 각 시간 별로 화염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온선도를 나

타낸 것으로 점화기 위치에서 발생한 수소 화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내. IRWST

화염이 완전히 전파해 가는데 약 초 정도 소요되었으며 점화 후부터 화염이 전파3 ,

되어가면서 화염이 서서히 가속되지만 최후의 화염 속도는 약 정도로 다소85m/s

낮은 값을 보였다.

밀폐된 격실에서 수소 공기 혼합기체의 연소로 인한 압력 상승은 단열등적완-

전연소 를 가정하여 계산할 수 있(adiabatic isochoric complete combustion, AICC)

그림 3.1.66 등온선도를 이용한 화염면의 위치 수소 농도, 12 vol%

(a) t = 1s, (b) t = 2s, (c) t = 2.5s, (d) t = 2.9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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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1.67은 수소 및 메탄이 공기와 혼합된 상태의 압력을 그래프로 나AICC

타낸 것이다 격실에서 환기구가 없는 경우 수소 연소로 인한 압력은. IRWST

압력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래프에서 수소 농도가 에서 압력AICC , 12vol% AICC

은 약 임을 알 수 있다4.8bar .

그림 3.1.67 수소와 메탄 기체의 압력 외AICC [M. N. Arcassi , 2005]

그림 3.1.68 시간에 따른 내부 압력 변화 수소 농도IRWST :

환기구가 없는 경우 압력 단위12vol%, ( : dyne/cm
2
= 0.1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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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은 시간에 따라 내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초기에IRWST

는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파의 영향으로 진동하면서

점근적으로 압력인 에 접근함을 볼 수 있다 와 같은 환형 격실AICC 4.8bar . IRWST

에서는 수소 화염이 양방향으로 전파되어 감으로 인하여 압력파의 상호 간섭등이

발생하여 후반부에 격실 내 압력이 다소 진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압력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8의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통해서 내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는 화염이 급격히IRWST 12vol%

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내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 대한 수소 연소 해석IRWST 15vol%

가 환기구가 없는 경우( )

그림 3.1.69 등온선도를 이용한 화염면의 위치 수소 농도 환기구가: 15vol%,

없는 경우 (a) t = 0.2s, (b) t = 0.5s, (c) t = 0.6s, (d) t = 0.6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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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는 채널 내부에 난류를 발FLAME 15vol%

생시킬 수 있는 장애물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현재DDT .

의 내부에 난류를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APR1400 IRWST

로 존재하는 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내에 장애물을 고려IRWST

하지 않고 수소 농도 에서 수소 연소 특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천15vol% . IRWST

정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는 내부에서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IRWST

및 환기구를 통한 연소 및 미연 기체의 배기에 의하여 수소 화염의 전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환기구의 유무에 따른 수소IRWST

화염의 전파 특성 및 속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3.1.69는 수소 농도 에서 환기구가 없는 경우 화염면의 위치를15vol%

시간에 따라 보여 주는 것으로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 비하여 매우 짧은12vol%

시간에 내 수소가 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우에서 전파되어 오는 화IRWST .

염이 서로 만나기 직전에 수소 화염의 속도는 약 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수535m/s ,

소 연소 후반부에 수소 화염이 매우 급격히 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69에서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는 압력이 약 까15vol% AICC 5.5bar

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70은 시간에 따른 내 압력 변화를 보IRWST

여 주는 것으로 약 초 부근에서 약 의 매우 큰 압력파가 발생한 것을 알0.6 10bar

수 있다 격실 내 압력은 점근적으로 약 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IRWST 5bar

며 이 압력은 수소 농도 에서의 압력인 보다는 다소 낮은 값15 vol% AICC 5.5bar

으로 급격한 연소로 인하여 수소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그림 3.1.70 시간에 따른 내부 압력 변화 수소 농도IRWST : 15vol%,

환기구가 없는 경우 압력 단위( : dyne/cm
2
= 0.1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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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기구가 있는 경우( )

내 수소 연소에 대한 환기구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소 농도IRWST

에 대하여 환기구가 있는 경우를 해석하였다 그림15vol% . 3.1.7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등온선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수소 화염면의 이동을 보면 초가 경과한 후, 5

에도 내 수소 화염이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으며 환기구의 위치IRWST , (45
o
, 106

o
,

215
o
, 315

o 에서 화염면이 많이 변형되어 있고 시계방향으로 전파하는 화염과 반시) ,

계방향으로 전파하는 화염이 매우 비대칭적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연소가 시작.

된 지 초 후에도 화염은 거의 가속되지 않았으며 최대 화염 전파속도는 미6 , 10m/s

만으로 나타났다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는 천정에 있는 환기구는. 15vol% IRWST

화염의 전파 및 가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환기구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화,

염의 전파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1 등온선도를 이용한 화염면의 위치 수소 농도 환기구가: 15vol%,

있는 경우 (a) t = 0.5s, (b) t = 1.0s, (c) t = 3.0s, (d) t =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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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 대한 수소 연소 해석IRWST 20vol%

격실 내 수소 공기 혼합기체의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 대하IRWST - 20vol%

여 내 수소 연소를 계산하였으며 환기구의 유무에 따른 화염의 전파 속도IRWST

를 비교하여 환기구가 수소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가 환기구가 없는 경우( )

수소 농도가 인 경우에는 높은 수소 농도로 인하여 수소 화염이 매우20vol%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약 초, 0.1

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내 수소가 완전히 연소하였으며 특히 초 부근IRWST , 0.1

에서는 화염의 전파속도가 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가 발생한 것으로1000m/s DDT

판단된다.

그림 3.1.72 등온선도를 이용한 화염면의 위치 수소 농도 환기구가: 20vol%,

없는 경우 (a) t = 0.05s, (b) t = 0.07s, (c) t = 0.09s, (d) t = 0.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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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의 시간에 따른 내 압력의 변화를 보면 점근적으로IRWST ,

내 압력이 에 접근하고 있다 그림IRWST 6bar . 3.1.67에서 수소 농도가 에20vol%

서는 압력이 약 정도인데 계산에서 압력보다 다소 낮은 것은AICC 6.5bar AICC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빠른 화염 전파로 인하여 수소의 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 부근에서 압력이 까지 올라가는. 0.08 10bar

것으로 보아 이 시간대에서 화염이 급격히 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3 시간에 따른 내부 압력 변화 수소 농도IRWST : 20vol%,

환기구가 없는 경우 압력 단위( : dyne/cm
2
= 0.1 Pa)

나 환기구가 있는 경우( )

격실의 환기구를 고려한 경우 수소 농도 에 대하여 수소 화IRWST , 20vol%

염의 전파를 해석하였다 그림. 3.1.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환기구의 영향,

으로 화염의 전파 속도가 환기구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3.1.74 를 보면 그 위치에 화염이 도달하는데 초가 걸린 반면 환기구(a) 0.5 ,

가 없는 경우 그림[ 3.1.72 초 후 같은 위치에 화염이 도달하였으므로 약(a)] 0.05 10

배 정도 화염전파 속도가 늦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염이 내를 전. IRWST

파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화염이 가속되어 화염이 그림 3.1.74 위치에서 위치까(c) (d)

지 이동하는데 초가 소요되었으며 이것을 속도로 변화하면 이상의 속0.01 1000m/s

도로 화염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내 수소 농도가 인. IRWST 20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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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연소 초기에는 환기구의 영향으로 화염 전파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이

나 화염이 가속되면서 연소 후기로 가면 환기구가 없는 경우와 비슷한 화염 속도,

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환기구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5는 시간에 따른 내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초 전까IRWST , 0.7

지는 환기구로 인하여 수소 연소가 진행되어도 거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았지만, 0.7

초를 지나면서 가 넘는 압력파가 발생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초 부근에서10bar . 0.7

매우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1.74 등온선도를 이용한 화염면의 위치 수소 농도 환기구가: 20vol%,

있는 경우 (a) t = 0.5s, (b) t = 0.73s, (c) t = 0.74s, (d) t = 0.7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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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시간에 따른 내부 압력 변화 수소 농도IRWST : 20vol%,

환기구가 있는 경우 압력 단위( : dyne/cm
2
= 0.1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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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및 활용OECD MASCA

가. 실험 내용 및 주요 결과MASCA

주관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동안 수OECD/NEA 2000 7 1 2006 6 30 6

행된 프로젝트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MASCA(MAterial SCAling) 2000 7 1 2006 6 30

까지의 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로 구분MASCA1 2003 7 1 2006 6 30 MASCA2

되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주요 실험은 러시아의 연구소와. MASCA Kurchatov

연구소에서 주로 수행되었다NITI .

프로젝트에서는 경수로의 중대사고 관리 전략으로 원자로용기 외벽MASCA

냉각에 의한 노내 노심용융물 억류 및 냉각 시(IVR: In-Vessel corium Retention)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다음과 같은 노심용융물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노심용융 풀에서 각 구성물질의 물리 화학적 반응•

� 노심용융물과 원자로용기 하반구 재질과의 열적 화학적 반응•

� 노심 용융물의 고온 물성치 데이터 베이스 확장

위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에서는 다음의 실험 를 결정MASCA2 test matrix

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 불활성 기체 조건의 철이 많이 포함된 용융물층에서MATRIX 1: U, Zr, O,

등의 각 구성성분간의 열 층상화 에 대한 연구Fe (stratification)

� 불활성 기체 조건의 용융물층에서 와MATRIX 2: Ag-In-Cd B4 등의 제어C

봉 물질이 등의 각 구성 성분의 배치와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U, Zr, O, Fe

대한 연구

� 산화조건의 대기에서 등의 각 구성 성분의 배치와MATRIX 3: U, Zr, O, Fe

층상화에 대한 연구

� 불활성 및 산화조건의 대기에서 노심 용융물 파편층MATRIX 4: (debris bed)

과 용융 철의 반응에 대한 조사

표 3.1.10부터 표3.1.14까지는 위의 실험 세부 실험 내용을 보여test matrix

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실험을 수. MASCA2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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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물 층 사이의 열 층상화와 화학적 반응을 규명하기 위해 용융물 약 2kg

을 사용한 중규모 실험과 용융물 약 을 사용한 중소규모 실험0.4-0.5kg

� 노심파편 층에 용융 철의 침투를 연구하기 위해 용융물 을 사용하0.15-0.2kg

는 소규모 실험

� 층상화된 용융물층을 모델하는데 필요한 용융물의 밀도 열전도도 점성 등을, ,

측정하기 위한 최소규모 실험

Factors

STFMFe RASPLAV-2

16 17 18 19 20 21 22 23 24 MA-5 MA-6
MA-5

b

1. Corium

C-32 × × × × × × × × × × ×

C-70 ×

2. U/Zr ratio, k

k=1.2 × × × × ×

k=0.9 × × × × × × ×

3. MFE/Mcor ratio

0.0005 ×

0.01 ×

0.05 ×

0.1 × × ×

0.2 × × ×

0.4 ×

Max possible 0.3 0.25

4. Temperature,℃
2500 × × × × × × × × × × ×

2600 ×

5. Exposition time

30 min × ×

60 min × × × × × ×

120 min × × × ×

6. Metal

Iron × × × × × × × ×

SS × × ×

표 3.1.10 의 실험구성MASCA2 MATRI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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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TFM-B

4 5 6 7 8 9

1. Corium

C-32 +0.5 mass.% B4C × × × × ×

C-70 +0.5 mass.% B4C ×

2. U/Zr ratio. k

k=0.9 × ×

k=1.2 × × × ×

3. mFe/mcor ratio:

0.02 ×

0.06 × × × ×

0.12 ×

4. Temperature, ℃
2550 × × × × ×

2600 ×

5. Exposition Time:

30 min × × × ×

60 min × ×

6. Metal

Iron × × × × × ×

Stainless steel

7. FP

Mo,Ru,Sr,Ba,Ce,La × ×

표 3.1.11 의 실험구성MASCA2 MATRIX2

(B4C Test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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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KORPUS-M

Scoping 1

1. Corium

C-32 + 3 wt% B2O3 ×

c-32 +10 wt% B2O3 ×

2. Particle size

1.2 - 3.5mm × ×

3. U/Zr ratio, k

k-1.2 × ×

4. Temperature, ℃
1000 ×

1400 ×

5. Exposition time, min

60 ×

240 ×

6. Atmosphere

Ar × ×

7. Crucible

Steel × ×

표 3.1.1 의 실험구성 계속1 MASCA2 MATRIX2 ( )

(B2O3 Test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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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TFM-Ox RASPLAV-2

1 2 3 4 5 6 7 8 9 MA-7 MA-9

1. Initial corium

C-32 × × × × × × × × × × ×

U-Zr ratio, k

k=0.9 × ×

k=12 × × × × × × × × ×

2. Final corium

C-55 ×

C-70 × × × ×

C-85 × × ×

3. mMe/mCORratio,n

n=0.05 × × × × × ×

n=0.1 × × × × ×

4. Temperature, ℃
2600 × × × × × × × × × × ×

5. Metal

Fe × × × × × × × ×

SS × × ×

6. Time, T1

30min × × × × × × × × ×

60min × ×

7. Oxidizing media

Steam(H2O drops) × × × × × × × × × ×

Air ×

8. Time, T2

30 min × × ×

표 3.1.12 의 실험구성MASCA2 MATRI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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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ST-1 1 ST-2 2 3

Corium

C-32 0.3kg 0.3kg 0.3kg 0.7kg 0.7kg 0.7kg 0.7kg

Particle size

1.2-3.5mm × × × × × × ×

Atmosphere

Ar × ×

Air × ×

Steam × × ×

Temperature,

℃
1600 ×

1800 × × × ×

2050 × ×

Composition

Low carbon

steel
× ×

SS × × × ×

Alloy 110 ×

Date
September

2004

November

2004

December

2003

June

2004

January

2004

July

2005

November

2005

표 3.1.13 의 실험구성MASCA2 MATRIX4

Item
2003 2004 2005 2006

1qr 2qr 1qr 2qr 3qr 4qr 1qr 2qr 3qr 4qr 1qr 2qr

Facility modernization ×

Methodological test ×

Density and surface tension

measurement
× × × × ×

Thermal conductivity × × ×

Density measurement in NITI's

facility
× ×

Reporting × ×

표 3.1.14 의 용융물의 열 물성치 측정 구성MAS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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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부터 표3.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에서는 주로 다음을MASCA2

실험인자로 사용하였다.

� 용융물의 비 약U/Zr : 1.29-1.97

� 의 초기 산화정도 약Zr : 25-98%

� 철 용융물 비 약/ : 1-35%

� 실험조건에 노출 시간 약 분 시간(exposure) : 30 - 2

표 3.1.15는 실험에서 사용한 용융물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MASCA

보는 바와 같이 의 핵연료를 사용하였다 이들 핵연C-22, C-32, C-50, C-75, C-100 .

료들은 의 산화비에 따라 구별된다Zr .

Corium

Comp.

산화비Zr

(%)

Composition

(mol. %/wt. %) 비U/Zr

UO2 ZrO2 Zr

C-22 22 62/81.8 8.4/5.0 29.6/13.2 1.6

C-32 32 54.5/76.24 14.5/9.33 31.0/14.5 1.2

C-50 50 62/80.4 19/11.3 19/8.3 1.6

C-75 75 56.4/75.2 33.2/20.2 10.4/4.6 1.3

C-100 100 62/78.1 38/21.9 - 1.6

표 3.1.15 에서 사용한 용융물의 구성성분MASCA

에서는 표MASCA 3.1.10에서 표3.1.14와 같은 등의 실험을 수행test matrix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용융철과 노심용융물의 반응에 대한 실험은 산화 용융물 층에 있던 금속 와U

이 금속 용융물 층으로 이동하여 금속 용융물 층의 밀도를 증가시켜 상부Zr

의 금속 용융물이 산화 용융물 층 하부로 이동하여 금속 용융물 층의 두께를

감소시켰으며 이와 같은 중요한 특성에는 탄소 함유량과 용융물의 온도가 영,

향을 많이 미쳤음 중소규모 및 중규모 실험에서는 최종상태가 평형상태로 나.

타나지만 실제 원자로인 경우에는 과도상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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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전의 노내 노심용융물 억류 및

냉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노심용융물의 정상상태와

과도상태 현상이 고려되어야 함.

� 용융물의 고화온도와 액화온도사이에서 용융온도보다 약 높은 온도의200℃
용융 철은 약 와 사이의 크기를 가진 노심파편 층에 잘 침투하였2mm 3mm

음 이와 같은 용융 철의 노심파편 층에 대한 침투는 노심파편 층의 입자 크.

기와 표면장력과 관련이 있으며 침투 형태는 불순물의 정도와 밀wettability, ,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철과 용융물은 노심파편의. Zr wettability

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노심파편층에 잘 침투되지 않음.

� 금속 핵분열 생성물들은 금속 용융물층에 집중되고 산화 핵분열 생성물들은

산화 용융물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핵분열 생성물의 배치.

는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온도의 함수로 핵분열 생성물의 배치를 얻

기에는 실험이 충분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음.

� 철이 소량 주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어봉 물질인 B4 가 용융물에 미치는C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산화조건 대기에서의 실험은 용융물의 빠른 산화가 공기와 증기의 공급에 의

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산소의 소비는 금속 용융물의 약 가 산. 80-90%

화될 때까지 지속되었음 금속 용융물층과 산화 용융물층 사이의 질량 이동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금속 용융물층의 구성 성분과 밀도는 용융물의 산화정,

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용융물층의 열 층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와 같은 결과들은 표 3.1.16에 나타나 있는 연구결과 기술보고서에MASCA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프로젝트에서 원자로용기 하반구 내에서 노심용융물의 거동에 대한MASCA

많은 실험을 수행하여 노심용융물의 정상상태 거동을 규명하였으나 초기 및 경계조

건에 따른 용융물층의 과도상태 거동은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따.

라 에서는 노심 용융물층의 과도상태 거동을 규명하는OECD/NEA CORTRAN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나 러시아 국내 사정으로 수행하지 못(COrium TRANsient)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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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A
Project No

Title, Issue Date

MP-TR-1
MA-1 Experiment: Post-Test Analysis Results, November

2001

MP-TR-2 Study of Carbon and Separation Impact on Suboxidised Corium
Stratification, June 2001

MP-TR-3 TULPAN T-7 Test Results, October 2001

MP-TR-4
Scaling Analysis and Proposal of MASCA Salt Test

Programme, July 2001

MP-TR-5 Study of the Molten Metal Migration in the Oxide Porous
Matrix, July 2003

MP-TR-6
The MA-2 Experiment: Zirconium and Uranium Partitioning
between Oxide and Metallic Phases of Molten Corium, March

2002

MP-TR-7
Investigation of B4C Impact on U-Zr-O Corium Stratification
and the Processes of Its Interaction with the Melt Based on

Fe, September 2002

MP-TR-8
Study of the Liquid Steel Behaviour in the Molten Corium in

STFMFe Test Series, February 2003

MP-TR-9
The MA-3 and MA-4 Tests: Zirconium and Uranium
Partitioning between Oxide and Metallic Phases of Molten

Corium, February 2003

MP-TR-10
Partitioning of Fission Products between the Corium Melt
Metallic and Oxidic Phases Resulting from the STFM-FP

Tests, June 2003

MP-TR-11 RCW Post-Test Analysis Results, September 2003

MP-TR-12
V.Asmolov, S.Abalin, S.Beshta, A.Merzlyakov,A.Kotov,
V.Measurement of Physical Properties, June 2003

MP-TR-13
Study of Thermal Hydraulic Processes in a Stratified Molten

Pool, December 2003

MP-TR-14
Feasibility study of activities within MASCA2 project, March

2004

MP-TR-15 Study of B2O3Interaction with -32 Corium, April 2004С
MP-TR-16 Results of STFM-SIC Scoping Test, May 2004

MP-TR-17
The MA-6: Zirconium and Uranium Partitioning between Oxide

and Metallic Phases of Molten Corium,November 2004

MP-TR-18
Interaction between Liquid Metals (and Alloys) and Solid

Corium Debris under the Inert and Oxidizing (Air) Atmosphere,
May 2005

표 3.1.16 기술보고서 목록MA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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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A
Project No

Title, Issue Date

MP-TR-19
Research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Iron and Molten

Coria,May 2005

MP-TR-20
Research into the Effect of the В4 Admixture to the U-Zr-OС
Corium on Its Interaction with the Fe-Based Melt, May 2005

MP-TR-21
A research into Interaction between B2O3 and -32 Corium,С

August 2005

MP-TR-22
Experiments MA-5 and MA-5b: Zirconium Partitioning between
Oxidic and Metallic Phases of Molten Corium, January 2006

MP-TR-23
Scoping Tests RCW-ST2 in Steam Oxidizing Atmosphere,

October 2005

MP-TR-24
Synthesis Report on the Results of MASCA1-2 Debris Tests,

May 2006

MP-TR-25 RCW-Ox2 Test in Steam Oxidizing Atmosphere, May 2006

MP-TR-26 RCW-Ox3 Test in Steam Oxidizing Atmosphere, March 2006

MP-TR-27
Study of Melt Strat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Major Species

(U, Zr, O, Fe(SS)) between Layers under Oxidizing
Atmosphere: STFM-Ox Test Series, May 2006

MP-TR-28
V.B.S.V.E.V.S.A.V.V.Gusarov, S.Yu.V.I., Experiments MA-7 and
MA-9: Zirconium Partitioning between Oxidic and Metallic

Phases of Molten Corium, June 2006

MP-TR-29
Feasibility Study of Measuring Liquid Metal Density, May

2006

MP-TR-30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RCW Ingot Metallic Body (density, specific heat capacity,
thermal diffus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June 2006

표 3.1. 기술보고서 목록 계속16 MASCA ( )



- 113 -

나. 연구 결과의 활용MASCA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결과는 그림MASCA 3.1.7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상부의 금속 용융물 층이 산화 용융물 층보다 밀도가 더 커져 하부로 내려가는

용융물층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융물 역전현상은 탄소.

성분이 약 이상일 때 발생하고 상부의 증기 존재유무 상부 철 구조물의 용0.2wt% ,

융 용융물의 온도변화 등에 의한 과도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용융물 층의 역전현상은 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반구로의 열부하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과 은. OPR1000 APR1400 B4 제어봉을 사용하기 때문에C

용융물에 성분을 이상 함유하여 용융물 층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따C 0.2wt% .

라서 이들 원전의 노내 노심용융물 억류 및 냉각 평가에서는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서 노심용융물 층의 역전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고온 노심용융물 관련 실험기술을 습득하MASCA

여 국내 중대사고 실험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으며 고온 핵연료 용융물에 대한 실,

험결과와 물성치 측정결과 획득은 국내 중대사고 실험 결과 해석 및 전산코드 개발

에 유효하게 사용하여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 능력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원전 등과 같은MASCA OPR1000, APR1400, SMART

실제 원전에 적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 실험장치의 규모와 형태

� 경계조건의 차이

� 원자로의 장기 냉각

� 노심용융물 구성 성분의 상이성

�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재치되는 과정

이들 불확실성들은 추가 실험을 수행하여 현상을 규명하고 관련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원전에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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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76 용융물 층의 역전 현상 개념도

기존 용융물 층 역전된 용융물 층(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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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및 기술배경서 작성

1. 노내 사고경위에서 운전원 조치 해석

한국 표준형 원전 인(KSNP: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의 노내 중대사고 진행 동안에 운전원이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를 위해 취OPR1000

하는 조치에 대해 전산코드 외 를 사용하여SCDAP/RELAP5 [L. J. Siefken , 2001]

평가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운전원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노내 냉각수 주입.

의 두 노내 중대사고 관리 방안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의 제 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결과 에 따르면 노심손OPR1000 1 [KEPCO, 1999]

상 확률이 높은 초기 사고와 전체 노심 손상 확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

다.

�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22.4 %

� 전원상실사고: 14.4 %

� 급수 완전 상실사고: 13.8 %

� 증기발생기 튜브 손상사고U : 13.8 %

�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12.7 %

�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7.7 %

본 해석에서는 위의 노심 손상확률이 높은 초기사고 중에서 고압사고 경위인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등가직경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와 급수 완전상실1.35 inch

사고를 선정하였다 전원상실사고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을 유지하나 전원이.

상실되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고려하

지 않았다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대형과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는 중대사고로.

전개될 수 있으나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충분히 감압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 증기 발생기 튜브 손상사고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와 비슷하. U

게 사고가 전개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전산. SCDAP/RELAP5

코드를 이용한 노내 중대사고 관리 방안 분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KAERI

기술보고서에 기술하였다 박래준 외[ , 2007].

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분석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에서는 증기발생기 차2

측에 급수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방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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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차 측 운전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방안을2 feed & bleed

평가하였다 에서 증기발생기 차 측에 급수를 주입하는 방안은 보조급수. OPR1000 2

계통을 작동하게 하였으며 증기배출은 개의 응축기 덤프 밸브, 8 (CDV: Condenser

와 개의 대기방출 밸브 를 사용하였Dump Valve) 4 (ADV: Atmospheric Dump Valve)

다 급수완전 상실사고에서는 증기발생기 차 측에 급수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

증기발생기 차 측 운전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방안은2 feed & bleed

고려하지 않고 가압기 상부에 있는 안전감압계통(SDS: Safety Depressurization

의 밸브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방안을 해석하였System)

다 본 해석에서는 안전감압 계통의 안전감압 밸브를 개나 개를 작동한 경우에. 1 2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의 원자로 냉각재SCDAP/RELAP5/MOD3.3 OPR1000

계통 감압방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력모델을 설정하였다 본 입력모델은. RELAP5

부분 부분 외 부[NUREG/CR-5535, 1995], SCDAP [C. M. Allison , 1984], COUPLE

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분에서는 그림 에[E. C. Lemmon, 1980] . RELAP5 3.2.1

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원자로용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 증기발생기 가압OPR1000 , , ,

그림 3.2.1 에 대한 전산코드 입력모델OPR1000 SCDAP/RELA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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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주 증기 배관 등을 모의하였다 노심 손상 과정과 관련하, , .

여 중요한 노심 입력에서 노심은 반경방향으로 개의 축 방향으로 개의3 channel, 10

으로 분리하였고 각 은 을 사용하여 서로 유로가volume , channel cross flow junction

있게 하였다 증기발생기 차 측 감압을 위하여 주 증기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였. 2

고 증기발생기에 급수 주입을 위해서 급수관에 보조급수 계통을 모의하였다 주 증, .

기관에 설치한 감압밸브는 밸브 수에 따라 감압 면적이 변할 수 있게 모의하였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으로 압력이 안전주입 탱크 작동압력까지 감소되면 이

탱크가 작동되고 노심에서의 증기 생성으로 압력이 상승하면 이 탱크가 작동되지

않아 작동과 미작동이 반복되도록 모의하였다 가압기 상부에는 안전주입 밸브를.

모의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할 수 있게 모델링 하였다.

입력부분에서는 노심의 핵연료봉 다발을 개의 핵연료 와SCDAP 3 component

개의 제어봉 등 개로 구성하였고 축 방향으로는 개의 를 설정3 component 6 10 node

하였다 노심 각 는 핵연료봉인 경우에는 개 제어봉인 경우에는 개의. component 6 , 2

반경방향 를 각각 설정하였다 핵연료봉과 제어봉의 각 는node . component RELAP5

의 노심 들과 열전달을 하고 각 는 복사열전달을 하도록 모의하volume component

였다 부분에서는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었을 때 열. COUPLE

전달을 모의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하반구를 유한요소로 설정하여 입력하였다 원.

자로용기 하부 고온관 가압기 관 증기발생기 튜브는 고온 크립으로vessel, , surge ,

파손되는 것을 모의하였다.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모의에서는 저온관에 파단

이 발생하여 냉각재 상실 시작과 동시에 원자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주급수 펌프, ,

등은 정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증기발생기 차 측의 압력은 증기발생기 안전, 2

방출밸브의 작동으로 조절된다고 모의하였다 본 해석에서 안전주입 탱크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안전주입 탱크 작동압력까지 감압되면 작동되고 노심에서의 증기 생

성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상승하면 작동되지 않아 작동과 미작동이 반

복되도록 모의하였다 증기발생기 차 측 운전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 2 feed & bleed

통의 감압을 모의하기 위하여 증기 발생기 차 측에 보조급수 계통과 응축기 덤프2

밸브 및 대기방출 밸브를 모의하였다.

급수완전 상실사고 해석에서는 주급수와 보조급수의 모든 급수가 상실되어

증기발생기 차 측 수위가 급격히 감소하여 원자로가 정지되고 원자로 냉각재 펌프2

는 고온관의 고온신호로 정지된다고 모의하였다 급수완전 상실사고시 원자로 냉각.

재 계통의 감압 방안을 수행하기 전에는 노내 압력은 가압기의 안전방출밸브(SRV:

로 조절되고 증기발생기 차 측의 압력은 증기발생기 안전 방Safety Relief Valve) 2



- 118 -

출밸브의 작동으로 조절된다고 모의하였다 급수 완전상실 사고 시 운전원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인위적 감압은 가압기 상부의 안전감압밸브를 사용하여 감압

할 수 있게 모의하였다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모의에서와 같이 안전주입 탱.

크의 작동과 미작동 반복을 모의하였다.

(1)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해석결과 및 고찰

표 은 의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등가직경 파단 냉각재3.2.1 OPR1000 1.35 inch

상실사고 시 운전원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방안으로 증기발생기 차 측2

운전을 수행했을 때 원자로용기 파손시간 및 그때 압력에 대한feel&bleed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은 밸브 개SCDAP/RELAP5 . CDV1 CDV 1 ,

는 밸브 개 은 밸브 개를 각각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ADV4 ADV 4 , SDS1 SDS 1 .

에서 은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진입 후의 분을 의미한다CDV1-1 minute 1 minute 1 .

에서 는 사고시작 초 후의 시간을 나타CDV1-6 minutes, SDS1-32500 32,500 32,500

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해석에서는 증기발생기 차 측 감압방안으로 응축. 2

기 덤프밸브와 대기 방출밸브를 이용하였다 즉 의 주 증기관에 있는 개. , OPR1000 8

의 응축기 덤프밸브와 개의 대기 방출밸브를 이용하여 감압하는 것으로 모의하였4

다.

의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등가직경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에OPR1000 1.35inch

대한 기본 계산결과 박래준 외 에 따르면 노심 출구온도가SCDAP/RELAP5 [ , 2005]

에 도달하여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에 도달하는 시간은 초이고 원자로용650°C 4,636

기 파손시간은 초로 각각 나타났으며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때까지 안전주입6,330 ,

탱크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대사고 지침서 사용시간부터 원.

자로용기가 파손될 때까지의 시간은 초이다 본 해석에서는 중대사고 관리 지1,694 .

침서를 적용하는 시점에 도달한 후 분 분 분 분 분 분에 응축기 덤프밸1 , 5 , 6 , 7 , 10 , 16

브 개와 대기방출밸브 개를 개방하여 증기발생기 차 측 감압을 통한 원자로1-8 1-4 2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방안을 평가하였다 증기발생기 차 측에 보조급수 계통의. 2

작동은 원자로 정지 후 초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또한 원500 .

자로 냉각재 계통을 충분히 감압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고 후 초에32,500

안전감압밸브 개를 개방하는 경우도 모의하였다1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등가직경 파단3.2.1 1.35 inch

냉각재 상실사고시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차 측 운전을 수행했을 때 원2 feel&bleed

자로 냉각재 계통을 어느 정도 감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때 노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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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IT

Actuation
Time (s)

First
Relocation
Time to the
LP (s)

Large
Relocation
Time to
the LP (s)

RV
Failure
Time (s)

RCS
Pressure at
RV Failure
(MPa)

Base - 6,222 6,222 6,330 6.72

CDV1-1 minute 5,032 33,299 33,299 33,500 3.65

CDV2-1 minute 4,920 43,159 43,159 43,359 3.36

CDV8-1 minute 4,770 39,937 39,937 40,265 2.78

CDV8 + ADV4- 1
minute

4,754 41,137 41,137 41,265 3.49

CDV1-5 minutes 5,284 31,451 31,451 31,715 3.58

CDV1-6 minutes 5,328 32,244 33,800 34,030 3.34

CDV8 + ADV4-
6 minutes

5,050 44,555 44,555 44,780 3.41

CDV1-6 minutes,
SDS1-32500

5,328 32,814 32,814 33,095 2.25

CDV1-7 minutes 6,494 6,670 6,670 6,775 4.2

CDV4-7 minutes 6,360 7,075 7,115 7,270 3.43

CDV8-7 minutes 6,592 7,643 7,643 7,870 2.98

CDV8 + ADV4-
7 minutes

6,580 7,304 7,304 7,525 3.04

CDV1-10 minutes - 6,473 6,473 6,580 5.90

CDV8-10 minutes 6,588 6,652 6,652 6,800 5.18

CDV8 + ADV4-
10 minutes

6,528 6,391 6,391 6,540 5.22

CDV1-16 minutes - 6,097 6,097 6,295 4.17

CDV4-16 minutes 5,846 6,158 6,158 6,475 1.80

CDV8-16 minutes 5,730 6,139 6,139 6,465 1.76

CDV1-6 minutes 5,328 32,814 32,814 33,095 2.25

표 3.2.1 의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OPR1000

계산결과SCDAP/RELA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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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차 측 운전을 수행한 경우는 모6.72MPa 2 feed & bleed

두 이보다 압력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증기발생기 차 측을 통한. 2

감압은 원자로용기 파손 무렵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까지 감압할 수 없2.86MPa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가적인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방안이 필요하다. .

중대사고 지침서 적용후 분에 개 이상을 개방하면 원자로 냉각재 계16 CDV 4

통을 충분히 감압할 수 있지만 개를 개방하면 충분히 감압할 수 없다 그러CDV 1 .

나 이들 모두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시점이 너무 늦기 때문에 안전주입 탱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원자로용기가 조기 파손된다.

중대사고 지침서를 적용하는 시점에 도달한 후 먼저 증기발생기 차 측을 통, 2

한 운전 수행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여 파단부를 통하여feed & bleed

방출되는 냉각재 양을 줄이고 안전주입 탱크를 작동하게 한 후 안전주입 탱크 작, ,

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가압기 상부에 있는 안전감압 계통을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

압할 수 있다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등가OPR1000

직경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운전원이 중대사고 지침서를 적용한 분 후1.35inch 6

에 증기발생기 차 측을 감압하고 안전주입 탱크의 작동이 종료되는 시점인2 32,500

초에 안전감압 밸브 개를 개방하면 원자로용기 파손 시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1

압력이 로 추가 감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보다 많이 감소하2.25MPa 3.34MPa

였다 이 압력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 방안을 수행하는 압력인 보다. 2.86MPa

낮다.

(2) 급수완전상실사고에 대한 해석결과 및 고찰

표 는 의 급수완전 상실사고시 운전원이 안전감압계통의 밸브를3.2.2 OPR1000

개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방안을 수행했을 때 원자로용기 파

손시간 및 그때 압력에 대한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CDAP/RELAP5 .

의 급수 완전상실 사고시 운전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OPR1000

한 계산결과 박래준 외 에 따르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SCDAP/RELAP5 [ , 2004]

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주입 탱크가 작동할 수 없으며 초에 처음으로 가압, 1,608

기 안전밸브가 개방되고 원자로용기는 초에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6,115 .

본 해석에서는 가압기의 안전밸브가 처음 개방된 후부터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때까

지 약 분의 시간과 안전감압밸브 개와 개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75 1 2 .

표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원이 안전방출 밸브가 처음 개방된 후 분40

이내에 안전감압밸브 개를 개방하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안전주입 탱크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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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게 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시간을 많이 연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로

용기 파손 시에도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

전밸브가 처음 개방된 뒤 분 후에 안전감압 밸브를 개 개방하는 것은 원자로용50 2

기 파손 시간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로용기 파손 때 압력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원이 안전, .

감압밸브 개를 개방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충분히 감1

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원이 가압기 안전밸브가 처음 개방된 뒤.

분 후에 안전감압 밸브 개를 개방한 경우에는 노심에서 발생한 고온의 증기가30 1

가압기를 통하여 격납건물로 방출되기 때문에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가압기

관이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rge .

Case
SIT

Actuation
Time (s)

First
Relocation
Time to the
LP (s)

Large
Relocation
Time to the
LP (s)

RV Failure
Time (s)

RCS
Pressure at
RV Failure
(MPa)

Base - 6,062 6,062 6,115 15.2

SDS2-5
minutes

3,426 22,391 22,391 22,591 0.38

SDS2-30
minutes

4,142 23,136 23,136 23,705 0.85

SDS2-40
minutes

4,572 23,388 23,388 23,788 0.41

SDS2-50
minutes

5,090 5,671 5,671 5,995 3.1

SDS2-60
minutes

5,586 5,675 5,675 5,970 2.59

SDS1-5
minutes

4,904 4,957 6,215 6,438 4.08

SDS1-10
minutes

4,882 6,473 6,473 6,735 3.47

SDS1-30
minutes

4,930 5,270 10,378
10,655 (5,700,
surge line
failure)

3.17

SDS1-40
minutes

5,204 5,104 5,746 5,905 4.47

표 3.2.2 의 급수 완전상실 사고 시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OPR1000

계산결과SCDAP/RELA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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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내 냉각수 주입 분석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방안 평가와 같이 전산코드를 사용SCDAP/RELAP5

하여 의 노내 냉각수 주입방안을 평가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의OPR1000 . OPR1000

노심 손상확률이 높은 초기사고 중에서 고압사고 경위인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등

가직경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와 급수 완전상실사고를 선정하였으며 원자1.35inch ,

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을 수행한 후 이 방안을 수행하는 경위를 모의하였다 안전.

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에서는 증기발생기 차 측2 feed

운전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한 후 안전주입 계통을 작동하는 것으& bleed

로 모의하였다 급수 완전상실 사고 해석에서는 가압기 상부에 있는 안전감압 계통.

의 밸브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한 후 안전주입 계통을 작동하

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의 노내 냉각수 주SCDAP/RELAP5/MOD3.3 OPR1000

입 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입력 모델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을 모의하기 위한

입력모델과 거의 동일하다 본 입력모델에는 노내 냉각수 주입을 위하여 고압안전.

주입 계통과 저압 안전주입 계통을 모의하였다.

(1)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해석결과 및 고찰

표 부터 까지는 의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원자3.2.3 3.2.6 OPR1000 1.35inch

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노내 냉각수 주입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SCDAP/RELAP5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출구의 온도가 에 도. 650°C

달하여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에 도달한 후 분 내에 증기 발생기 차 측 응축기1 6 2～
밸브 개를 개발하여 운전을 수행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dump 1 feed & bleed

감압하고 저압 안전주입 계통의 작동압력까지 압력이 감소되면 이 계통의 펌프들이

작동한다고 가정하여도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증기발생기 차 측을 감압하고 고압 안전주입 펌프 대를 사고 시작 초에2 1 30,000

작동시키면 핵연료 용융은 발생하였으나 원자로용기 파손은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차 측 응축기 밸브 개를 개방하는 것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저. , 2 dump 1

압 안전주입 펌프가 작동하는 압력까지 충분히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압 안전

주입 펌프를 작동시켜야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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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IT Actuation
Time, SI

Actuation Time
(s)

First
Relocation
Time to
the LP (s)

Large
RelocationT
ime to the
LP (s)

RV
Failure
Time
(s)

RCS
Pressure
at RV
Failure
(MPa)

Base - 6,222 6,222 6,330 6.72

CDV1-6
minutes(4996 sec)

5,328(SIT) 32,244 33,800 34,030 3.34

CDV1-6 minutes,
LPSI3

5,328, 7,832 38,531 39.966.5 40,200 3.30

CDV1-5 minutes,
LPSI3

5,262, 11,508 37,505 37.505 37,735 3.88

CDV1-1 minutes,
LPSI3

5,032, 6,078 47,928 47.928 49,235 2.37

CDV1,6 minutes,

HPSI1-30000sec

5,328,

30,000(HPSI)

No RV failure to 80,000 sec,

Fuel Melting = 30,359 sec

표 3.2.3 의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주요 사고 경위에 대한OPR1000

계산결과 개 개방한 경우SCDAP/RELAP5 (CDV 1 )

Case

SIT Actuation
Time, LPSI
Actuation
Time (s)

First
Relocation
Time to the
LP (s)

Large
Relocation
Time to
the LP (s)

RV
Failure
Time
(s)

RCS
Pressure
at RV
Failure
(MPa)

Base - 6,222 6,222 6,330 6.72

CDV1-6 minutes(4996
sec)

5,328(SIT) 32,244 33,800 34,030 3.34

CDV1-6 minutes,
LPSI3

5,328, 7,832 38,531 39.966.5 40,200 3.30

CDV2-6 minutes,
LPSI3

5,152, 5,782

No RV failure& Core Melting

to 50,000 sec

(Clad. Failure = 4,764 sec)

CDV2-6 minutes,
LPSI1

5,152, 5,782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50,000 sec

CDV8-6 minutes,
LPSI3

5,068, 5,188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50,000 sec

CDV8+ADV4-6
minutes, LPSI3

5,050, 5130)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50,000 sec

CDV8+ADV4-6
minutes, LPSI1

5,050, 5,130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80,000 sec

표 3.2.4 의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주요 사고 경위에 대한OPR1000

계산결과 차 측 감압량 영향SCDAP/RELAP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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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IT Actuation
Time, SI

Actuation Time
(s)

First
Relocation
Time to
the LP (s)

Large
Relocation
Time to
the LP (s)

RV
Failure
Time
(s)

RCS
Pressure
at RV
Failure
(MPa)

Base - 6,222 6,222 6,330 6.72

CDV1-6 minutes

(4996 sec)
5,328(SIT) 32,244 33,800 34,030 3.34

CDV1-6 minutes,
LPSI3

5,328, 7,832 38,531 39.966.5 40,200 3.30

CDV1-6 minutes,
SDS1-32500 sec

5,328(SIT) 32,814 32.814 33,095 2.25

CDV1-6 minutes,
LPSI1, SDS1-32500

sec
5,328, 7,832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80,000 sec

CDV1-6 minutes,
LPSI3, SDS1-

32500 sec

5,328, 7,832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75,000 sec

CDV1,6 minutes,

HPSI1-30000sec

5,328,

30,000(HPSI)

No RV failure to 80,000 sec,

Fuel Melting = 30,359 sec

표 3.2.5 의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시 주요 사고 경위에 대한OPR1000

계산결과 차 측 및 차 측 감압 영향SCDAP/RELAP5 (2 1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출구의 온도가 에 도달하여 중대사고3.2.4 650°C

관리 지침서에 도달한 후 분에 증기 발생기 차 측 응축기 밸브 개를 개방6 2 dump 1

하여 운전을 통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면 고압안전주입 계feed & bleed ,

통은 작동되지 않고 저압안전 주입 계통도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용기 파

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차 측 응축기 밸. 2 dump

브 개 이상을 개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면 저압안전주입 계통이 유효2

하게 작동되어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저압안.

전주입 을 작동시킨 경우와 작동시킨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것line 3 train 1 train

으로 나타났다.

표 는 의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중대사고 경위에 대3.2.5 OPR1000 1.35inch



- 125 -

한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표에서는 운전원이 노심 출구의SCDAP/RELAP5 .

온도가 에 도달하여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에 도달한 후 분에 증기 발생기650°C 6 2

차 측 응축기 밸브 개를 개방하여 운전을 수행하여 원자로 냉dump 1 feed & bleed

각재 계통을 감압하고 안전감압계통을 작동시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더 감압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감압 밸브를 초에 개 개방하면 원자로용. 32,500 1

기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은 의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중대사고 경위에3.2.6 OPR1000 1.35 inch

대한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표에서는 운전원이 노심 출구SCDAP/RELAP5 .

의 온도가 에 도달하여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에 도달한 후 분에 증기발생기650°C 6

차 측 응축기 밸브 개를 개방하여 운전을 수행하여 원자로2 dump 1 feed & bleed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고 고압안전주입 계통을 작동시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한 경우이다.

Case

SIT
Actuation
Time, SI
Actuation
Time (s)

First
Relocation
Time to the
LP (s)

Large
Relocation

to the LP
(s)

RV
Failure
Time
(s)

RCS
Pressure
at RV
Failure
(MPa)

Base - 6,222 6,222 6,330 6.72

CDV1-6 minutes(4996
sec)

5,328(SIT) 32,244 33,800 34,030 3.34

CDV1-6 minutes, LPSI3 5,328, 7,832 38,531 39.966.5 40,200 3.30

CDV1-6 minutes,

HPSI1-30000sec

5,328,
30,000

No RV failure to 80,000 sec,

Fuel Melting = 30,359 sec

CDV1-6
minutes,HPSI3-30000sec

5,328,
30,000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80,000
sec

CDV1-6 minutes,

HPSI3-31296sec
5,328, 31296

No RV failure to 73,000 sec,

Fuel Melting = 30,397 sec

CDV1-6 minutes,
HPSI3-31996sec

5,328,
31,996

33,177 33,177 33,330 5.38

CDV1-6 minutes,

HPSI1-30696sec

5,328,
30,696

No RV failure to 80,000 sec,

Fuel Melting = 30,410 sec

CDV1-6 minutes,
HPSI1-31296sec

5,328, 31,296 32,454 32,454 32,610 7.56

표 3.2.6 의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주요 사고 경위에 대한OPR1000

계산결과 작동시간 및 양의 영향SCDAP/RELAP5 (HP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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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 안전주입계통 을 사고시작 후3.2.6 3 train 31,296

초 내에 작동시키면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안 안전주입.

을 작동시키는 경우는 초 내에 작동시켜야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할1 train 30,696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급수 완전상실 사고에 대한 해석결과 및 고찰

표 은 의 급수 완전상실 사고 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노3.2.7 OPR1000

내 냉각수 주입의 사고관리 방안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계산결과SCDAP/RELAP5

를 보여주고 있다.

Case
HPSI
Actuation
Time (s)

First
Relocation
Time to
the LP (s)

Large
Relocation
Time to
the LP (s)

RV
Failure
Time
(s)

RCS
Pressure
at RV
Failure
(MPa)

Base - 6,062 6,062 6,115 15.2

SDS2-40 minutes (4008
s)

(SIT, 4,572) (23,388) (0.41)

SDS2-40 minutes,
HPSI1-SI Sig.

4,132
No RV Failure& Core Melting to 50,000

sec

SDS2-40 minutes,
HPSI1-18872 s

18,872
No RV Failure & Core Melting to 50,000

sec

SDS2-40 minutes,
HPSI1-20208 s

20,208

No RV Failure to 50,000 sec

(Core Melting: 19,917, No Relocation to
LP)

SDS2-40 minutes,
HPSI1-21000 s

21,000 21,807 21,807 22,225 0.9

SDS2-40 minutes,
HPSI4-21000 s

21,000 21,828 22,285 22,285 1.0

SDS2-40 minutes,
HPSI1-23000 s

23,000 21,486 21,486 22.005 1.3

표 3.2.7 의 급수 완전상실 사고 시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OPR1000

계산결과SCDAP/RELA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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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수 완전상실 사고 시 운전원이 안전감압밸브3.2.7

개를 가압기 가 처음 개방한 분 후에 개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2 SRV 40

을 수행하고 안전주입 계통의 작동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에서.

가압기 안전밸브가 처음 개방한 분 후에 안전감압 밸브 개를 개방한 경우를 선40 2

정한 것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방안 평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경우가 원

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을 수행한 최적경우이기 때문이다 본 해석에서는 고압안전.

주입 계통을 작동하는 시기와 사용하는 고압안전 주입 펌프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였다 본 민감도 해석에서는 고압 안전주입 펌프를 안전주입신호 후와 노.

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기 전에 각각 작동시키는 것을 모의하였

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감압계통의 감압밸브를 개방하여 원자로 냉3.2.7

각재 계통을 감압하고 안전주입 발생 후에 고압안전주입 계통을 작동시키면 노심물

질이 용융됨이 없이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 안전주.

입 펌프 개를 초까지 작동시키면 노심물질의 용융이 없이 원자로용기 파손1 18,872

을 방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에 작동시키면 노심물질이 용융은, 20,208

되나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후. 21,000

초에는 고압안전주입 펌프 대를 모두 작동하여 고압 안전주입 개를 작동시2 train 4

켜도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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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기술배경서

가. 개요

에서 노심 물질이 용융하는 중대사고 진행 중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OPR1000

을 감압하는 것은 중대사고 관리 측면에서 빨리 수행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중대사고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목적은 저압 냉각수 주입원을 이용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로 냉각수 주입 허용 펌프를 이용한 냉각수 주입량의 극대,

화 증기발생기 튜브 파손 방지 고압에서의 원자로용기 파손시 노심용융물 고압, U ,

분출 방지 등이다 중대사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으로 다양한 냉각수 주입원의 확보

� 증기발생기 튜브의 파손 가능성 감소U

� 원자로용기 파손 시 노심용융물 고압 분출(HPME: High Pressure Melt

발생 가능성 감소Ejection)

노심 출구 열전대의 온도가 이상이 되면 원전의 사고관리를 비상운전650°C

절차서에서 사고관리 지침서로 이동하게 되어 있으나 비상운전 절차서를 수행하는,

중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을 실패하였다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지침을

사용하게 된다 이 지침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약 이상이면 수행한. 400psig

다 이 지침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의 가용성과 원자.

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하

였다 전략수행 제어도를 보면 이 지침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를 초. 400psig

과할 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침을 수행하게 되면 비상기술 지원실은 원자.

로 냉각재 계통 감압에 사용될 수 있는 계통의 사용 가능성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및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전략을 수행했을 때의 성

공 여부를 평가한다 본 기술배경서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과 관련하여 원자.

로 냉각재 계통 감압 방안 및 감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나. 감압 방안

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할 수 있는 방안은 증기발생기 차OPR1000 2

측 급수 주입과 감압을 통한 간접방안과 가압기 상부에 있는 안전감압 계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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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감압 방안이 있다 증기발생기 차 측 를 통한 간접방안은 손. 2 feed & bleed

상되지 않은 건전한 증기발생기에 주급수 펌프와 보조급수 펌프 등의 급수를 주입

하고 다음과 같은 주증기관에 있는 밸브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차 측을 감압하는2

것이다.

� 개의 터빈우회 복수기 밸브6

� 개의 터빈우회 대기 밸브2

� 개의 주증기 대기 방출밸브4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직접 감압은 다음과 같은 계통을 작동시켜 원자로 냉

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것이다.

� 개의 안전감압 밸브로 구성된 안전감압 계통2

� 가압기 보조살수

� 원자로 냉각재 기체 배기 계통

건전한 증기발생기 차 측에 급수를 주입하고 주증기관에 있는 방출밸브의2

개방에 의한 증기의 방출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간접 감압하는 방안은 원자로 냉

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하는 방안보다 핵분열 생성물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의 냉

각수를 격납건물로 배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감압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에서는 건전한 증기 발생기 차 측2

을 통한 급수 주입 및 방출을 통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은 파단부위를 통한

냉각재 상실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원상실사고와 급수완전상실 사고 시에는 증.

기발생기 차 측에 급수 주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감압 계통을 이용한 원자로2

냉각재 계통의 직접감압이 유용하다 증기발생기 튜브 손상사고 시에는 손상 증기. U

발생기 차 측을 격리하고 건전한 증기발생기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2

압하면 손상부로부터 냉각재 방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대.

형과 중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

문에 특별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

다. 긍정적 효과

(1) 저압 안전주입 개시 및 고압 안전주입 유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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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감소됨에 따라 원자로용기 내에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유로의 수는 증가되며 주입유량도 증가된다 즉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 ,

에 따른 다음의 안전주입 계통 펌프 및 탱크 들이 작동될 수 있다.

� 작동압력이 인 고압 안전주입 펌프2300psig

� 작동압력이 인 안전주입 탱크600psig

� 작동압력이 인 저압 안전주입 펌프200psig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감소되면 펌프의 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

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냉각수를 주입하기 시작하거나 주입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것을 사고관리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이 필요한 초기사고로는 급수 완전 상실사고 전원상실,

사고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등이 있다, .

안전주입이 되지 않는 소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SCDAP/ RELAP5

계산결과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차 측 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어느2 feel & bleed

정도 감압할 수 있으나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어 원자로용기

가 파손되는 시점에 하반구에서 많은 증기 생성으로 압력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원

자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이 필요하며 노심출구의 온도가 에 도달한 후 분, 650 C 6˚
내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안전주입 탱크가

작동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시간을 약 시간 연기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8 11 .～
안전주입 탱크 작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안전감압 밸브 개를 작동시켜도 원자로 냉1

각재 계통을 충분히 감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완전상실사고에 대한 계산결과 안전감압 밸브 개를SCDAP/RELAP5 , 2

개방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충분히 감압시킬 수 있으며 안전밸브가 처음 개방

한 후 분 내에 밸브 개를 개방하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안전주입 탱크40 2

가 작동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시간을 약 시간 연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

안전감압밸브 개를 개방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충분히 감압시킬 수 없으며1 ,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안전주입 탱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심용융물 고압분출 방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압인 상태에서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때 용기로부터

방출되는 증기의 고속 구동력에 의해 노심용융물들이 원자로 공동에서 계측기 통로

를 타고 올라가 격납건물 상부로 올라가는 현상을 노심용융물 고압 분출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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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용융물이 격납건물 상부로 올라갈 때 직경이 매우 작은 수많은 노심파편으.

로 쪼개져 분출되며 이로 인해 노심용융물의 전체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축적된,

열이 격납건물 대기로 신속하게 전달되어 격납건물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격납건물 직접가열. (Direct Containment Heating : DCH)

현상이라 한다 이때 격납건물 내에 있던 수소와 고온의 노심 파편물들 산화에 의.

해 발생된 수소가 연소하여 격납건물 압력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발생으로 직접적인 격납건물 손상은 발생되지 않더라도 격납건물 상HPME

부로 방출된 노심 파편물들이 물이 있는 격납건물 하부로 이동되지 않는다면 냉각

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노심 파편물들이 수중에 있지 않으면 핵분열생성물도 세정,

되지 않아 격납건물 대기중 방사성물질이 많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수백 를 초과하여 있을 때 원자로psi

용기가 파손되면 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 냉각재HPME .

상실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서 원자로용기 손상 시 의 제한치를 초과하는HPME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는 사고관리에 중요한 관HPME

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여 원자로용.

기 파손시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HPME .

(3)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의 파손 방지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이 고온 고압하에 장시간 있게 되면 소성 변형될 수,

있으며 특히 크립 파손의 형태로 손상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고온관과, .

가압기 관 및 원자로용기의 크립 파손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증기를 격납건surge

물로 배출시켜 격납건물 압력상승을 초래하며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파손은 핵, U

분열생성물들을 격납건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대기로 직접 분출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노심에서 발생한 고온 증기를 포함하고 있.

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서 자연순환은 고온관이나 가압기 관 및 증기발생surge

기 튜브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가열되고 이때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약U ,

이상을 상당기간 유지하면 고온관이나 가압기 관 등의 크립 파손이1,500 psig surge

일어날 수 있다.

에 대한 계산결과에 따르면 급수완전상실사고와APR1400 SCDAP/RELAP5

전원상실사고 등의 고압사고 경우에 아무런 중대사고 관리 방안을 수행하지 않으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가압기 관이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래준surge [

외 그러나 의 고압사고 경우에는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가압, 2004]. OPR1000

기 관이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래준 외 원자로용기가 파손surge [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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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에 가압기 관이 파손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감압된다surge .

증기발생기 차 측과 차 측의 압력차가 이상이 되면 증기발생기 튜1 2 600psi U

브가 크립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파손은 핵분열생성물. U

들이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대기로 직접 분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U

방안을 사고관리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튜브는 원전의 정상작동. U

중에 열화에 의해 튜브 두께가 얇아지게 되므로 어느 정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U

하여 증기발생기 튜브의 차 측과 차 측의 압력차가 이하가 되도록 원자U 1 2 500psi

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부정적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튜브 파손사고 시 파손. U

증기발생기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하는 것은 핵분열 생성물이 격납

건물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 있고 가압기 상부의 안전감압 계통을,

사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직접 감압할 때에는 핵분열 생성물을 격납건물 대

기로 많이 방출시킬 수 있는 등의 사고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전략 수행에 따른 이런 부정적 영향과 이를 방지하기 위

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증기폭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될 때 하반구에 있는 냉각수는 고

온의 노심용융물과의 열전달로 순간적으로 증기로 변한다 이때 증기생성율이 매우.

크면 충격파가 발생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증기폭발 이라 하. (steam explosion)

며 이때의 충격파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격납건물의 경계에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에 따라 증기폭발의 제동기구. (Triggering

는 다르다 자기 제동 의 경우 보다 높은 압력에Mechanism) . (Self-triggering) 75psia

서 충격파는 발생되지 않으며 강력한 외부제동 인자들 이 있을, (external triggers)

경우 이상의 압력에서 증기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자로용기 내에서의450psia .

증기폭발은 자기 제동 사고이므로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증기폭발을 억제하기 위

해서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을 보다 더 높게 유지하면 된다 대형 냉각재75psia .

상실사고 때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이 이하로 감압되나 중형 냉각재상75p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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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고나 안전감압밸브 개를 모두 열었을 때는 이하로 감압될 지는 확실하2 75psia

지 않다 연구 에서는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증기. NUREG-1150 [NUREG-1150, 1990]

폭발로 인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으므로 원Alpha-mode

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에 따른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증기폭발은 무시할 수 있다.

(2)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 냉각재 상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 보충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감압밸브나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기유로를 개방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 재고

량이 급속히 상실된다 만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가 보충되지 않는다면.

원자로용기 하부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증기화나 안전주입탱크의 주입에 의해 원자

로용기 파손 시점이 지연은 될 지라도 결국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것이다 따라서.

비상기술 지원실은 안전감압밸브만이 유일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수단이라면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을 지연할 수 있고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은 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이므로 재고량 상실과HPME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증기발생기 차 측 를 통한 간접 감압이나 가압기 보조 살수를2 feed & bleed

이용한 감압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 재고량 상실을 동반하지 않고도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를 사용할 경우 고온관에서 증기의 역류.

로 노심 손상을 지연 또는 중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노심 냉각이 가능해(Refluxing)

질 수 있다 가압기 보조 살수를 이용한 감압의 경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의 기.

체 온도는 내려가고 증기는 응축될 것이다 또한 살수된 물은 관을 통해 노심. , surge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 기화될 것이다 증기발생기 차 측 를 통하거나. 2 feed & bleed

가압기 보조 살수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안전감압밸브를 사용할 때에 비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의 냉각재 상실을 방지하기 때문에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이

훨씬 늦추어진다 또한 냉각재 상실사고 시 증기발생기 차 측 를 통. 2 feed & bleed

한 간접 감압은 파단부를 통한 냉각재 상실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할 때는 안전감압 밸브보다 증기발생기나 가압기 보조 살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격납건물 과압

급수 완전상실 사고와 같이 증기발생기 차 측을 통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2

을 감압할 수 없어 가압기 상부의 안전감압 밸브를 사용할 경우 압력방출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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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온 고압의 증기가 유입됨에 따라 파열판(PRT: Pressurize Relief Tank) ,

이 곧 파열되어 격납건물 내부로 질량 및 에너지 방출을 초래하게 된(rupture disc)

다 이때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격납건물의 압력은 상승한다. .

대형 건식 격납건물에서 안전감압밸브가 개방될 때 격납건물의 압력은 15 20psi～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격납건물의 압력이 낮을 때 이 정도 압력 상승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격납건물 압력이 높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할 때는 안전감압밸브보다 증기발생기나 가압기 보조 살수를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소 연소로 인한 격납건물 파손 가능성

노심 노출 후 노심은 가열되고 핵연료 피복재는 증기에 의해 산화된다 핵연.

료 피복재 온도에 따른 산화율은 포물선적으로 증가하는 데 피복재 온도가 약,

에 도달할 때까지는 산화율은 완만하다 피복재 산화의 부산물로 수소가 발1,000 °C .

생되며 발생된 수소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건전한 경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

에 축적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축적된 수소가 격납건물로 방출될 경우 수.

소 연소로 인해 격납건물의 손상과 방사성물질의 대기로의 직접 방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소 연소를 예방하여 격납건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대사고 관.

리 목표의 하나가 된다.

중대사고 진행동안 생성된 수소의 양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경

계값 을 사용할 수 있다(bounding value) .

� 계산결과에 따르면 사고 시 노심의 냉각수가 비등하는 동안SCDAP/RELAP5

에는 핵연료 피복재의 약 까지 산화될 수 있다60% .

� 노심이 재충수된 후에는 노심에서 발생한 증기가 고온의 미산화 금속들과 반

응하여 최대로 피복재의 까지 산화될 수 있다75% .

에 대한 계산결과에 의하면 과열된 노심에서 일어OPR1000 SCDAP/RELAP5

나는 현상인 노심용융물 재배치 때문에 총 피복재 산화량은 가 되지 않는다 실75% .

제로 사고 시에는 두 번에 걸친 재충수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피복재의 약TMI-2

정도 산화되었다 만일 수소가 가압기 안전밸브 안전감압밸브 또는 기타 원자50% . , ,

로 냉각재 계통 배기통로를 통해 방출될 경우 방출된 수소 연소로 인하여 격납건,

물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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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기발생기로부터 핵분열 생성물 방출

증기발생기 튜브가 파손되면 핵분열생성물들은 파손 부위를 통해 차 측으U 2

로 누출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나 증기덤프를 통해 증기가 방출될 경.

우 이러한 핵분열생성물들이 대기로 누출될 수 있다 핵분열생성물을 세정할 만한.

물이 증기발생기 이차 측에 존재할 경우에도 불활성 기체들은 대기로 계속 방출될

수 있다 만일 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가 사용될 경우 부지내로의 방출은 풍량이.

나 풍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출구 근처에 공기 흡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근접

위치의 건물에서는 인원대피나 건물 내로 대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기덤프가 사용될 경우 복수기 공기제거 계통으로부터 대기로 불활성 기체.

가 방출될 것이며 이때에도 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의 경우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증기발생기를 통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량을 결정하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 증기발생기내 핵분열생성물의 형태나 양

� 증기발생기로의 누설율

� 파손부 상부의 수위

� 증기덤프가 사용된 경우 복수기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세정 효율

중대사고 동안 상기 인자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어려우며 그 영향도 증기,

발생기의 감압이 완료되기까지는 측정할 수 없다 일단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원자.

로 냉각재 계통의 감압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판

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 지역 방사선 감시기

� 주증기관 방사선 감시기

� 소내 방사선 감시기

만일 이들 방사선 감시기에 고 방사선 준위 지시 등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

우에는 튜브가 파손된 증기발생기는 핵분열생성물 방출 제어 방안에 의해 차단U “ ”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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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기발생에 의한 냉각재 재고량 상실

증기발생기는 차 측에 공급된 급수를 증기로 변환시킴으로써 원자로 냉각재2

계통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거한다 생성된 증기는 주증기관에 설치된 밸브를 통하여.

배출되며 급수가 계속 증기발생기 차 측에 공급되지 않으면 수위가 감소하게 된, 2

다 증기발생기가 파손이나 누설이 있어 수위가 감소하게 되면 핵분열생성물의 제.

거 효과는 감소되고 대기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 양도 증가될 것이다 또한 증기, .

발생기 수위가 감소되면 튜브는 크립 파손 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U .

차 측 감압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감압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튜브의 파손2 U

가능성은 항상 관심을 갖고 주시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튜브 상부로 급수 수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급수 유량은U

붕괴열에 좌우된다 증기 존재 하에서 자연순환에 의한 열제거는 붕괴열 생성을 초.

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급수가 노심에서 생성되는 증기에너지를 초과한

다면 증기발생기의 수위는 전열관 상부로 유지될 것이다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감, .

압 초기에는 증기발생기를 통해 붕괴열의 수 배에 해당하는 열이 증기로 방출되기

때문에 초기에 노심에서 생성되는 증기에너지에 상당하는 양을 급수하면 증기발생

기 수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압력이 감소됨에 따라 증기발생기로.

부터의 열제거는 결국 붕괴열 수준 이하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감압.

동안 붕괴열에 상당하는 급수를 공급할 경우 장기적으로 증기발생기 수위는 전열관

최상부로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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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내 냉각수 주입 기술배경서

가. 개요

원전에서 중대사고는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원자로를 정지하여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붕괴열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의 냉각수를 고갈시키고 노심에 냉각수 공급이 없다면 노심은 결국 과열되어 노,

심 물질이 용융되어 노심 하부 쪽으로 재배치된다 이와 같은 중대사고 전개과정에.

서 노심 내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이 노심을 냉각시켜 사고를 종결시키는 가장 직

접적인 수단이다 노심이 완전히 냉각될 때까지는 발전소가 사고로부터 완전히 복.

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원이 비상운전 절차서에 따라 노심 냉각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여 노심 출구의 온도가 를 상회하게 되면 중대사고 지침서650°C

를 사용하게 된다 중대사고 지침서에서는 가장 먼저 증기발생기 차 측에 급수를. 2

주입하고 생성된 증기를 방출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감압한 후 노내에 냉각수

를 주입하는 방안을 수행하게 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목적은 노심 내 열을 제거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 및 지연시키며 핵연료로부,

터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을 세정시키는 것이다 노내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방안은.

노심출구의 온도가 약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650°C .

냉각수가 고갈되어 노심 물질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

은 사고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나 냉각수 주입은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가속시켜 사고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므로 비상기술 지원실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노심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대사고시 노심 내 존재하는 열을 장기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심을 냉각수로 채우는 것이다 과열된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하면 급격하.

게 수증기가 발생되면서 노심의 현열을 제거하게 된다 만일 노심에 주입된 유량이.

충분히 크다면 노심은 결국에는 완전히 침수될 것이고 노심으로부터 발생되는 열, ,

을 물에 전달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 주입.

은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 냉각수

주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역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내에 냉각수를 주입할 때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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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각수 주입 방안

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방안은 다OPR1000

음의 펌프를 이용할 수 있다.

� 대의 고압 안전주입 펌프2

� 대의 저압 안전주입 펌프2

� 대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기동4

� 대의 충전 펌프4

고압 안전주입 펌프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이하일 때 작2,300psig

동 가능하고 저압안전주입 펌프는 이하일 때 작동이 가능하다 원자로 냉각, 200psig .

재 펌프는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재펌프 사이의 에 냉각재가 존재할 때loop seal

이 냉각재를 노심에 주입하기 위하여 작동시킨다.

다. 긍정적 효과

(1) 고온의 노심 냉각 회복

만일 노심이 건전하고 냉각수로 충분히 채워져 있다면 노심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노심 냉각은 충분하다 그러나 노심에 냉각수가 없다면 노심에서 발. ,

생된 붕괴열이 제거되지 못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가 주입될 때까지

노심의 온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냉각수가 주입될 때까지 노심은 가열되.

고 노심 물질이 용융된 후에는 원자로용기 하부로 재배치될 것이다 노심 하부에, .

있는 지지판 위에 재배치된 노심 용융물은 결국에는 하부노심 지지판을 가열하여

용융시킨 후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다.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조기에 냉각수를 노심 내로 주입하는 것이다 주입된 냉각수는 고온.

의 노심물질과의 열전달로 증기로 변한다 노심 내 열은 냉각수를 증기로 만들면서.

제거되며 증기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주입된 냉각수 유량으로 발생된 붕괴, .

열 크기 이상의 열량을 제거할 수 있다면 노심은 궁극적으로 냉각될 것이다 노심, .

이 용융된 후 냉각이 어려운 형상으로 재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노심에 냉각수가,

있다고 항상 노심이 냉각된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심을 냉각시키기에 필요한 최소유량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

문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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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손상이 진행되는 도중 핵분열 생성물이 노심에서 많이 방출된다 이에 따.

라 노심에서의 붕괴열이 감소된다.

� 붕괴열 외에도 피복재의 산화반응에 의한 산화열 등의 노심 내 다른 열원이

존재한다.

� 노심에서 냉각수와 수증기로의 열전달은 열전달 표면적에 따라 다른 데 노심

이 용융되어 하부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열전달 표면적이 계속적으로 변화

한다.

�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되면 하반구 내의 노심 파편층이

냉각될 지와 원자로용기가 언제 손상될 지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들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근사적으로 노심,

냉각에 필요한 최소유량을 결정하는 방안은 붕괴열 발생률을 유입되는 냉각수가 증

발되는 데 필요한 열로 나눈 값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노심에 주입된 냉각수는. ,

노심출구에서 모두 수증기로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냉각수 주입 최소유량을 결정

할 수 있다 주입된 냉각수 유량이 붕괴열을 제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

냉각수 주입에 의해 최소한 노심 내 열 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사고 진행속도를

연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심에 소량의 냉각수라도 주입할 경우 원자로용기가 손. ,

상되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 만일 고온의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할 때 예상되.

는 수소 발생 때문에 주입유량을 최소로 유지해야 되는 제한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심 냉각을 회복하고 원자로 파손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량의 크기에, ,

관계없이 냉각수를 즉시 노심으로 주입해야 한다.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순간 기

동 하는 것이다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 사이의 배관에 냉각수. loop seal

가 존재할 때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순간 기동함으로써 노심 영역으로 냉각수를 공

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이미 많은 기포가 존재한다면.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순간 기동에 의해 노심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은 노심을 직

접적으로 냉각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고 단지 짧은 단기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순간기동은 노심 냉각과 관련하여 냉각수 주입이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

� 증기발생기 튜브 상부에 축적된 비응축성 기체가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순U

간기동으로 인하여 튜브로부터 빠져 나오게 된다 증기발생기에서 비응축성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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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를 제거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채울 때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 자연순환 유동이 잘 형성된다.

�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대부분이 충수되었다면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순간 기,

동함으로써 손상된 노심의 기하학적 형태를 변화시켜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

이 어려운 형태를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순간 기동함으로써 유로 봉쇄가 심하게 된 노심과 노

심 파편층으로부터 열을 더욱 더 잘 제거하게 된다 이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순간기동으로 인하여 노심을 통과하는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 핵분열생성물 세정

노심 물질이 용융되어 형성된 노심 파편층 상부가 냉각수로 채워져 있다면

노심 파편층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은 냉각수에 의해서 상당량이 세정될

수 있다 방출되는 불활성 기체는 냉각수 풀에 의해서 세정되지 않으나 결국 대기.

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총 양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노심이 노출되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부터 대기로 핵분열생성물이 직접 방출되는 경로가 존재한

다면 노심이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최소한 노심에서 방출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세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기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 양을 줄

일 수 있다 특히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고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에 의하여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할 때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면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3) 핵분열생성물 재증발 방지

핵분열생성물이 노심에서 방출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의 다른 부분으로

이송된다 핵분열생성물 에어로졸은 침전 충돌 등을 통하여 배관 내부 표면에 축적. ,

된다 핵분열생성물이 붕괴함에 따라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 온도는 증가하게 되.

고 증기압이 낮은 에어로졸인 등은 재증발하여 격납건물 우회나, Cs, I, CSOH, Sr

누설 등을 통하여 직접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재증발 과정은 원자로용.

기 외벽냉각을 수행할 경우이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는 대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배관에 침전되어 있던 핵분열,

생성물이 재증발되게 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하면 배관의 열.

제거가 가능하여 배관 내 핵분열생성물이 재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온도가 약 이하일 경우에는 배관 내 침천된 핵분열생성물이 재증발5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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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렵다.

라. 부정적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

수를 주입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대기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사고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갖고 있다 원자로 냉.

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

여 초기 주입 유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

할 때의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온 노심에 냉각수 주입시 수소 발생

노심이 노출됨에 따라 가열되고 핵연료 피복재는 고온 수증기에 의하여 산화

될 것이다 산화 반응 속도는 포물선 형태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핵연료 피복관 온. ,

도가 약 에 도달하면 산화 반응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난다 산화 반응이 일1,000°C .

어날 때 수소가 발생되는 데 이 수소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 내에 축적되거나,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격납건물 내에 축적된다 만일 격납.

건물 내에 축적된 수소가 연소 조건이 만족되어 임의의 점화원에 의해 연소되면 격

납건물 손상이 유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격납건물로부터 대기로 직접 핵분열생성,

물이 방출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사고시 노심으로부터의 수소 생성량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핵연료 피복재 산화반응은 수증기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증기를 없

애면 피복재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로용기 내의 수위가 노심 하.

부에 도달하고 수증기 발생량이 감소하면 피복재 산화율도 역시 감소한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가 다시 주입되면 주입되는 냉각수가 고온의 노심

과 반응하여 급속히 증기를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복재가 산화되

어 수소가 발생하게 된다 노심이 재충수될 때 미반응 피복재의 대부분은 노심 하.

부에 있게 된다 주입유량을 최대로 하면 노심 하부의 미반응 피복재의 냉각이 빨.

리 이루어져서 수소 발생이 최소화된다 또한 노심 재배치가 발생되면 수증기에 노. ,

출되어 산화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피복재의 표면적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중대사고 동안 생성된 수소의 양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경계값

을 사용할 수 있다(bounding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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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계산결과에 따르면 사고 시 노심의 냉각OPR1000 SCDAP/RELAP5

수가 비등하는 동안에 피복재의 가까이 산화될 수 있다60% .

� 노심이 재충수된 후에는 노심에서 발생한 증기가 고온의 미산화 금속들과 반

응하여 최대로 피복재의 까지 산화될 수 있다75% .

고온의 손상된 노심에서 일어나는 용융 노심의 재배치 등과 같은 물리적 현

상으로 피복재의 총산화율이 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사고에서는 노75% . TMI-2

심이 두 번에 걸쳐 재충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복재의 정도만 산화된 것으50%

로 나타났다 수소 생성에 대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내에 냉각수 주입율의 영향을.

평가한 비등경수형 원자로인 격납건물 인허가를 한Mark III Hydrogen Control

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재충전 유량 에Owner Group (150gpm, 500gpm)

대하여 수소 생성량을 분석하였다 유량에서는 침수[EPRI 1992]. 500gpm 150gpm

유량 조건에서 보다 초기에는 수소 발생률이 높았으나 총 수소 발생량은 적었다.

그러므로 고유량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에 냉각수를 주입함으로써 재충전 과정

에서 발생되는 총 수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로 저유량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때는 추가적으로 25%

의 피복재가 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입된 냉각수로 인하여 과열된 노심의 열을,

일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용기의 손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원자로용기의.

손상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사고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소 생성 문제 때문에 최저 주입 유량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

이 좋다.

(2) 냉각수 주입 직후 증기발생기 튜브 파손U

증기발생기 튜브가 고온하에서 차 측과 차 측의 압력 차이가 클 때 튜브U 1 2

가 소성 변형인 크립으로 파손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 튜브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U

내 핵분열생성물의 경계이므로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증기발생기 튜브의 건U

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사고 관리의 주요 목적중 하나이다.

노심 상부 플리넘에 축적된 고온 기체가 증기발생기로 유입시키면 튜브 온U

도는 즉시 크립 파손 제한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노심이 고온인 상태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 냉각수 주입이 시작될 때나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재기동 시에 노

심에서 고온의 증기가 발생하여 증기발생기로 유입될 수 있다 증기발생기 튜브는. U

벽이 얇기 때문에 고온의 증기 때문에 튜브는 수초 이내에 급격히 가열되어 손상U

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 냉각수를 주입할 때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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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증기발생기 차 측과 차 측의 압력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1 2

계통을 감압한다.

� 증기발생기 튜브를 보호하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한다U .

� 노심의 고온 증기가 가압기 안전밸브나 파손부위로 방출되도록 주입유량을

제한한다.

유량제한을 하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증기발생기 튜브 크립 파손이 발생U

될 정도로 재가압 되지 않는다 고온의 기체가 증기발생기 튜브로 유입되지 않도. U

록 하기 위하여 초기 주입 유량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였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순간 기동할 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 중 하나는 증기발생기 튜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주입하U

는 것이다 증기발생기내 수위를 유지하면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순간 기동할 때. U

튜브의 크립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온도 제한치 이하로 튜브 온도를 유지할 수U

있다 노심으로부터 증기발생기로 흐르는 고온의 증기유량을 예측하는 것은 차원. 1

해석 전산코드로는 쉽지 않다 이는 고온의 증기가 고온관과 증기발생기로 유입될.

때 차원 해석 전산코드에서는 각 노드에서의 물성치로 기존의 물성치와 유입된, 1

기체의 물성치를 합하여 평균한 물성치를 사용하고 고온증기와 찬 증기 및 물의

흐름을 잘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립 파손을 예측할 수 없다counter current .

노심에서 발생된 고온의 기체가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유량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주입이 시작될 때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대한 에너지 평형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고온관이 파손되거나 가압기 안전밸브가 열려있다.

면 주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고온의 기체 중 일부가 파손부위를 통하여 빠져나,

가게 된다 노심에서의 증기 발생률이 충분히 작을 경우에는 노심의 고온기체 대부.

분은 증기발생기로 가지 않고 파손부위를 통하여 빠져나간다 따라서 노심에서 발.

생된 고온의 기체양보다 파손부위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으면 증기발생기 튜브U

는 크립 파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건전한 경우나 소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 경우에는 증

기발생기 차 측과 차 측의 압력차이가 이상이 되어 튜브의 온도가 올라1 2 500psi U

가면 크림으로 파손될 수 있다 그러나 중형이나 대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인 경우.

에는 파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냉각수 주입이 처음 시작할 때 원자로 냉각재 계통

은 재가압되지 않음에 따라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 파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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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크립 파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는 소형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 시

냉각수 주입양이 최대로 되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재가압되는 경우나 과도상태

시 초기 주입량에 의해 생성되는 수증기량이 가압기 안전 감압 밸브 용량을 초과할

경우이다.

(3) 격납건물 침수

외부의 물로 핵연료 재장수 탱크 를 재충수할 수 있다면 이 탱크는 노(RWT)

심 냉각을 하기 위해 노심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냉각수 수원 역할을 장기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이때 기기 손상이나 보조건물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위험 때문에.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재순환모드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는 노심에 주입된 냉각수가

격납건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격납건물 내 수위가 계속 증가하여 발전소 회복에 필

요한 기기들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격납건물 수위와 체적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면 격납건물 수위 증가는 격납건물 내로 주입된 냉각수 양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불충분한 비상 노심 냉각수원

격납건물 배수조는 냉각재 상실시 재순환 운전 시 장기간 원자로 냉각재 계

통의 냉각수 주입원으로 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비상 안전주입의 재순환 운전에서.

안전주입펌프는 로부터 격리되고 저압안전주입펌프가 격납건물 배수조로부터RWT

냉각수를 흡입하게 된다 그러면 저압안전주입펌프는 고압안전주입 펌프와 충전펌.

프에 흡입원을 제공하게 되므로 이 세 유형의 펌프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 냉각

주입 능력을 갖게 된다 사고 시 비상 안전주입의 재순환운전이 가능하지 못할 때.

가 있다 그것은 밸브 고장 저압안전주입 펌프 고장 격납건물 우회 등의 원인으로. , ,

발생할 수 있는 격납건물 배수조 내 냉각수 부족 등이 일어날 때이다 격납건물 배.

수조가 비상 안전주입의 펌프 흡입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외부의 공급수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노내 냉각수 주입 방안은 노심을 냉각수로 재충수하는 것이다 노심에 축.

적되어 있는 열 때문에 노심을 재충수하는 데 필요한 유량은 노심에서 생성되는 증

기양보다 커야 한다 노심에서 생성되는 증기양 이상의 유량을 주입할 수 있는 흡.

입원으로는 와 격납건물 배수조가 있다 격납건물 배수조를 흡입원으로 사용RWT .

할 경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내로 주입된 냉각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파손된

부위를 통하여 배수조로 다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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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을 재충수하기 위해 필요한 냉각수 양은 다음과 같은 가지 요소들에 의3

해서 영향을 받는다.

� 노심에 축적된 에너지

� 노심에서 발생되는 붕괴열

� 노심으로 주입되는 주입 유량

중대사고시 노심을 충분히 충수하기 위한 냉각수 양은 전 항에서 SCDAP/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심을 재충수 시키기에 충분한 냉각수RELAP5 .

원이 없는 상태에서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면 단지 수소와 수증기만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냉각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위가 노심을. . RWT

재충수 시킬 수 없는 낮은 수위에 있다면 펌프 공동현상에 의한 펌프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를 충수하여 노심을 재충수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RWT

한다.

(5) 보조건물 거주성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해 비상안전주입을 재순환모드

로 운전하면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다량으로 격납건물 외부로 흐르게 된다 보.

조건물 내의 비상안전주입 계통의 펌프 및 배관 주위는 차폐 정도에 따라 작업자의

거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심이 손상된 후 재순환운전을 하게 되면 보.

조건물 내로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의 위협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잔열제거 운전 시 피복재 간극에 존재하는 방사능 양의 가 방출된 경우10% ,

잔열제거 계통 배관 주위의 선량이 가 되고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10 100Rem/hr ,～
물의 가 방출되었을 경우는 잔열제거 계통 배관 주위의 선량이 가1% , 1000Rem/hr

된다 위 두 경우는 잔열제거 계통에 누설을 고려하지 않은 경[Westinghouse, 1991].

우며 만일 누설이 있을 경우에는 잔열제거 계통으로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되게,

된다.

일단 재순환운전을 하면 안전주입계통의 펌프 주위 지역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상주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조건물에서 보수 작업 중인 작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

는 간편히 설치할 수 있는 차폐체를 마련하거나 작업자가 있는 곳이 고방사선에,

노출되려고 할 때 작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차후에 그 지역에 출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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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차폐체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에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격납건물이 침수될 때를 제외하고는 비상노심 안전 재순환 운전은 어떠한 사

고 시에도 노심의 장기 냉각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보조건물.

거주에 관련된 부정적 영향들은 언급되어야 하고 이 부정적 영향들은 재순환을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들보다 좋아야 한다.

(6)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 손상

밀봉냉각 없이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기동하게 되면 밀봉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파손 부위를 격리할 수 없게 된다 파손 크기는 작을 수도 있고, . ,

높은 온도로 인하여 원자로 냉각재 펌프 축이 뒤틀리게 될 때에는 파손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 손상으로 인하여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

하게 된 것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감압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손으로 인하여 노심에 도달하는 냉각수 양이 줄어들게.

된다 밀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 냉각과 관련.

한 몇 가지 완화조치가 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밀봉의 열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서 장시간에 걸쳐 수행하여야 하다 또한 밀봉수 공급이 가능할 때에는 충전계통을.

사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의 냉각수 주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순간기동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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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전략평가 및 기술배경서

가. 개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은 새로운 원전 뿐 아니라 가동 중 원전의 중대사고 완

화 대처 방안 으로 자리 매김하여 새로운 원전의 경우 설(severe accident measure)

계에 직접 반영하는 노력과 함께 가동 원전의 경우 중요 사고관리 전략으로 활용

되고 있다 외벽 냉각을 통한 원자로 노심용융물의 냉각. (IVR: In-vessel Corium

은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어 원자로 하부에 재배치된 경우에도 원자로 내Retention)

부 혹은 외부에서 손상 노심의 열을 적절히 제거하여 원자로용기의 파손을 방지하

는 개념으로 중대사고시 사고의 진행을 원자로 내에서 종결함으로써 원자로용기 파

손에 따른 격납건물의 파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념은 사고 노심의 조사IVR TMI-2 (Vessel Investigation Program : VIP)

과정에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핀란드의 원전과 원전에 외벽 냉Loviisa AP-600

각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설계로 정착되었으며 원전 등Zion

가동중 원전에서도 중대사고 완화 전략 에 의한(cavity flooding external vessel

으로 채택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cooling) [T. G. Theofaneous, 1995].

나 과 같은 소형 피동형 원전의 경우 외벽냉각에 의한 충분한 열적 여유도AP-600

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대용량의 개량형 원자로 의, (Evolutionary type)

경우 외벽 냉각에 의해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증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차세대 원전에서 개념을 중대사고 대. APR1400 IVR

처 설계로 채택함에 따라 외벽냉각에 대한 평가가 한수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오승종 외 아울러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 2002].

및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전략에 대한 평가가APR1400 OPR1000 SCDAP/

해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원자로용기 내 외벽의 열적 하중 및 외RELAP5 , •

벽 냉각에 대한 실증실험 연구가 와 실험을 통해 수행되었다 김상LAVA HERMES [

백 외 본 기술 배경서는 표준원전 사고관리 지침서 안전기술원의 안전심사, 2005]. ,

지침서 한수원의 외벽냉각 연구 및 국내외 중대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APR1400

원자로 외벽냉각 전략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영향을 정리하였다.

표준원전 사고관리 지침서 하재주 외 의 사고관리 완화 전략에는 원자[ , 1998] “

로 외벽 냉각 전략 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 완화” “ ”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표준원전에서는 원자로 공동 충수를 위한 전용 계통이 설계.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전략으로 구성하지 않고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을 통하

여 원자로 외벽 냉각에 활용하도록 완화 전략이 만들어져 있다 격납건물 냉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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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전략을 통한 원자로 외벽 냉각은 원자로 공동 내 냉각수 양이 원자로용기 하"

부가 침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 노심 손상이,

일어나는 초기 즉 원자로용기 파손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냉각수가 주입되어야 한,

다 따라서 외벽냉각을 위한 원자로 공동 내 냉각수 주입 관련 계통 및 작동 방안.

은 기존의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 전략에 준하며 같이 고려되었다“ ” .

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수행방안

중대사고 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원자로 외벽냉각 전략

의 이행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고관리 전략 중 원자로 일차계통의 충분한 감

압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원자로 내 노심용융물의 원자로 하부 배치에 따라 원자. ,

로용기가 극심한 열적 부하를 받으므로 원자로 내부의 압력에 의한 기계적 하중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감압은 필수적이다 다음은 원자로 외벽 냉.

각 전략을 위한 안전심사지침서의 주요 검토 사항을 정리하였다[KINS, 2004].

�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노심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외벽냉각에 의한 용기 건전성유지가 가능한 사고들을 확인하여 사고관

리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용기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

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사고

관리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 하부용기 외벽냉각방안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각 영향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사고관리전

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하였을 경우 원자로용기 건전성이 유지되는지를 분석

등을 통해 보여야 한다.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의해 원자로심이 충분히 냉각될 때까지의 장시간 동

안 고압고온조건에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고온관 가압기 밀림관 및 증기발생,

기 세관 등이 가열되어 크리이프 에 의한 파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creep)

대처방안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감압 등 을 설계 또는 사고관리전략에 반영하( )

여야 한다.

�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위한 설비;

- 설치대상 원전 원자로 하부공동의 구조 원자로와 단열재 간격 등의 구조, ,

원자로용기하부의 계측배관 등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냉각재의 유동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 원자로용기 외벽의 열전달형태는 핵비등 열전달이 보장되도록 냉각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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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 냉각수 주입설비와 용량은 운전원이 사고내용 인지 및 판단과 사고완화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증가시켜 적합한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게 설계한다.

� 정상운전 시 또는 외벽냉각이 불필요한 사건 발생 시 외벽냉각설비의 오작동

을 방지할 장치와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

� 외벽냉각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용기가 냉각되지 않고 파손되어 원자로공동으

로 노심용융물이 분출되는 경우 고온의 노심용융물과 원자로공동의 냉각수가,

반응하여 다량의 증기생성이나 증기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비산물에 의.

한 충격과 폭발에 의한 동하중 등에 의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위한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은 발전소의 유형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표준원전을 포함한 가동 중 원전의 경우 살수계통을 이용하.

여 원자로 공동에 물을 채울 수 있다 즉 표준원전은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 ,

의 물이 격납건물내로 유입시켜 비상노심냉각수(Refueling Water Tank: RWT)

배수조와 원자로공동을 채우게 된다 원자로 일차계통에 큰 파단이 있는(ECCS) .

경우 가 를 수원으로 하는 주입모드로 작동하면 배수조와 원자로ECCS RWT ECCS

공동은 냉각수로 채울 수 있다 살수계통 및 가 이용불능인 경우 중력을 이용. ECCS

하여 물을 격납건물 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 로부터의 배관이 저온관에RWT . RWT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 큰 파단이 있어야만 격납건물로의 냉각수 주입이 가RCS

능하다 또한 격납건물로 유입되는 유량은 수위와 격납건물 압력에 좌우되며. RWT ,

격납건물 압력이 낮을수록 커진다.

차세대 원전의 경우는 중대사고 완화 설비로 원자로 공동 충수 계APR1400

통 이 구비되어 있으며 표준원전에서와 같이 살수계(Cavity Flooding System: CFS) ,

통을 이용한 원자로 공동내 냉각수 충수도 가능하다 원자로 공동 충수계통은 원자.

로 정상 운전 시에는 격리밸브로 격리되어 있으나 중대사고 발생시 운전원이 수동

으로 격리밸브를 열어 와IRWST(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연결된 의 물을 일차적으로 원자로 공동으로 주입하도HVT(Holdup Volume Tank)

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원이 대의 안전정지 냉각펌프. 1 (Shutdown Cooling Pump:

를 작동시켜 로부터 직접 원자로 공동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도록 되어SCP) IRWST

있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으로 발생된 증기에 의해 줄어든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

하여 대의 붕산수 주입펌프 를 작동하게 되어1 (Boric Acid Makeup Pump: B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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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준원전의 경우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완화 조치 사

항은 아니며 격납건물이 일부 침수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침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역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수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을 통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은 되도록 원자로 노심 손.

상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외벽냉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냉각이 가

능한 경우 냉각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반면 차세대 원전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외.

벽 냉각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설계 및 작동 요건을 만족시키면 조기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전략을 수행한다.

다. 긍정적 효과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은 중대사고시 노심손상 진행초기에 격납건물에 물을

주입함으로써 원자로용기 냉각을 통하여 원자로용기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과 같은 차세대 원전에서는 외벽냉각을 통한 원자로용기. APR1400, AP600

파손을 방지하여 원자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 가동 중인 원,

전을 대상으로 한 사고관리 관점에서는 중대사고 완화 방안으로 외벽 냉각의 충분

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원자로 파손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

을 고려해야 한다 표준원전의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 전략은 원자로용기 외벽 냉. “ ”

각과 아울러 원자로용기 파손 이후의 원자로 공동 내 노심용융물의 냉각을 같이 고

려하고 있으며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전략에서도 원자로용기 파손 이후에도 원자, “ ”

로 하부 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의 냉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파손 시 원자로 공동 내에 냉각수가 있는 경우 노심용.

융물과 냉각수의 반응 이 급격히 일어나 격납(Molten Fuel Coolant Interaction: FCI)

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응은 냉각수의 유무. FCI

및 냉각수 수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 의 경우 냉각, “ ”

수 주입 시점에 다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의 경우, “ ”

원자로용기 파손 시 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상 및FCI . FCI

노심용융물의 냉각 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커서 두 현상에 따른 긍정

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

다.

(1)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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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이 용융되어 원자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로 재배치되면 용융물과 용기벽,

의 열전달에 의하여 결국 원자로용기는 파손되고 노심용융물은 원자로공동으로 빠

져나오게 된다 이때 원자로용기가 침수되어 있으면 이 물이 열침원 역할을 함으로.

써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외벽.

이 물과 접촉하게 되면 외벽냉각이 시작되고 핵비등에 의한 열전도가 하부헤드 벽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술배경서 에 의하면 붕괴열의 약 이. EPRI [EPRI, 1992] , 1/4

하부헤드를 통하여 전달되고 약 은 상부구조물로 복사 열전달 된다 기술, 3/4 . EPRI

배경서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으로 인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시간이 연장되거나

원자로용기 파손을 완전히 방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가동 중

원전의 경우 발전소 설계 특성 및 사고경위에 크게 의존한다.

원자로용기의 외벽냉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는 원자로공동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지지대 및 배기구의 유무 그리고 하부헤드의 단열재 존재, ,

여부 등이며 이는 발전소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준원전의 경우에.

는 일단 격납건물로 물이 주입되면 원자로공동을 침수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하부헤드 부분에 단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열재 내부로 물이 침투될 가능성

과 외벽에서의 열전달에 의해 발생되는 증기의 배출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현상적

으로 매우 불확실한 면이 많다 표준 원전의 원자로 및 단열체 모형에 대한.

에서 증기억류 현상이 발생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의 국부적인 온도 상LAVA-ERVC

승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상백 외 실제 표준 원전의 단열체의[ , 2005].

구조를 반영한 외벽냉각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에 대한 원자로 외벽냉각 평가는 다양한 사고 경위를 가정한 노심손상 진APR1400

행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한수원의 평가 결과에서도 노심의 손상이.

조기에 급격히 진행된 대형 파단 냉각재상실사고(Large Break Loss of Coolant

의 경우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평가 받고 있다Accident) .

은 신고리 신울진 건설시 원자로용기 단열체 설계 개선 등을 통APR1400 3&4, 1&2

하여 충분한 열적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재순환을 위한 격납건물 수위확보

격납건물 재순환 배수조는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의 물이 고갈된 후 저압 안,

전주입펌프 및 격납건물 살수펌프용 급수원으로 설계되어 있다 저압 안전주입펌프.

및 격납건물 살수펌프가 필요로 하는 유효 흡입수두를 충족하기 위한 재순환 배수

조 유량은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의 저장용량보다 적다 따라서 핵연료 재장전수의.

주입은 저압 안전주입계통 및 살수계통의 추가적인 물 공급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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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중대사고가 진행되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고 노내 노심용융물이 격납건물 격

실로 재배치된 경우에는 고온의 노심용융물과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가 상호 반응

을 하게 된다 사고경위에 따라 상당한(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MCCI) .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심용융물들은 원자로공동에 잔류하게 된다 원자로용기.

파손 시 용기 내부압력이 고압인 사고에서는 고압용융물 분출(High Pressure Melt

등의 현상에 의하여 일부 용융물은 원자로공동 이외의 격실로 빠져나갈Ejection)

수 있지만 원자로 감압에 의해 저압을 유지하는 경우 원자로 파손에 의해 하부 공,

동에 위치하게 된다 원자로공동에 잔류하는 노심용융물은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의 용융 온도 보다 훨씬 고온이며 계속적인 붕괴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용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노심용융물 콘크리트 상호반응 현상은 격납건물을, -

가압하는 비응축성 기체 연소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연성 기체 상당한 양의 에, ,

어로졸 발생을 동반하며 궁극적으로는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용융에 의한 격납,

건물 파손을 가져올 수 있다.

원자로공동의 노심용융물이 냉각수에 잠겨 있거나 상부에 냉각수를 공급하면

상부 방향의 열전달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노심용융물과 상.

부 냉각수와의 열전달 현상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냉각수가 없을

경우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량 보다는 냉각수가 있을 경우 대류나 비등에 의한 열전

달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노심용융물의 파쇄층.

이나 피막층 형성 유무와 물의 침투성 등과 관련(fragmentation) (crust) (ingression)

하여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노심용융물에는 핵분열생성물과 발열성 산화물금속 등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

의 열원이 있으며 이 용융물 내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수.

직 하향으로 전달되는 열은 콘크리트를 용융시키며 상향으로 전달되는 열은 대류, ,

복사 및 비등에 의하여 격납건물 공간으로 이동된다 또한 파편 내에서 생성되는. ,

기체는 용융물 외부로 방출되면서 용융물 층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 만약 노심용융.

물 상부에 냉각수가 존재하면 비등에 의하여 용융물 상부로부터의 열전달은 증가

하게 되지만 용융물이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피막층의 형성은 열전달을 제한하기 때

문에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상호 반응을 완전히 종료시킨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자로공동에 냉각수가 존재하면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상호 반응 현상을

완화시켜 콘크리트 침식과 비응축성 기체 및 연소 기체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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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용기 파손 이후 노외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이 격납건물의 격실로 재배치 될 때 핵분열생성물은,

노심용융물에서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되며 만약 격납건물이 손상되는 경우 심각한,

격납건물 외부대기로의 방출을 초래할 수 있다 노심용융물이 물에 잠겨있으면 불.

활성기체를 제외한 핵분열생성물 휘발성 및 비휘발성 은 물에 의하여 상당량이 제( )

거된다 핵분열 생성물의 제거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고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심용융물 상부의 물의 높이가, .

수 피트 이상 되면 제염계수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EPRI, 1992].

라. 부정적 영향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에 물을 주입함으로써 위에서 기술된 이점도 있지만 몇

가지의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위하여 조기에 냉각수.

를 주입한 경우 원자로용기 파손 시 원자로 하부에 다량의 냉각수가 존재하므로 용

융물과 냉각수 반응 의 위험성이 높다 다음(Molten Fuel-coolant Interaction: FCI) .

에서는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조치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노외 증기폭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용기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 원자로

용기 하부의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공동을 채운 냉각수로 분출되면서 격렬한 반응에

의한 증기폭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증기폭발 하중은 원자로(Steam explosion) .

공동의 구조물 원자로용기 지지대 주요 배관의 격납건물 관통부 등의 건전성에 영, ,

향을 미침으로써 격납건물의 주요 파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원자로용. “

기 외벽냉각 전략의 경우 원자로용기가 물속에 잠겨 있어 증기폭발 압력이 원자로”

용기로 직접 전달되면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격납건물. “

냉각수 주입 전략의 경우도 원자로용기 파손 전에 냉각수가 공급된 경우 원자로” “

용기 외벽냉각 전략과 같이 증기폭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나 원자로 공동 내 냉”

각수의 수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원자로용기 파손 후 냉각수를 주입한 경우.

주입한 냉각수에 의한 증기폭발의 위험도는 감소하나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주,

요 노심손상 사고 경위 시 격납건물 하부에 이미 많은 양의 냉각수가 존재하므로

증기폭발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일반적으로 격납건물 내 냉각수의 주입 여부와 상.

관없이 격납건물의 설계 특성 및 사고 경위에 따라 원자로용기 파손 시 원자로 공

동 내 냉각수의 유무에 의해 혹은 로 구분하여 증기폭발“dry cavity” “wet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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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및 원자로 공동의 노심 파편층의 냉각을 평가한다.

증기폭발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큰 중요 중대사고 현상 중의 하나로

의 및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연구로 지속적인 연OECD/NEA SERENA Program

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진호 외 증기폭발 현상은 혼합 점화[ , 2005]. (pre-mixing),

전파 팽창 으로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triggering), (propagation), (expansion) 4 .

들 단계들에 대해 독립적 또는 종합적인 실험 연구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일,

반적으로 노심용융물의 경우 냉각수와 혼합과정을 통한 폭발점화의 가능성이 낮으

며 팽창에 따른 일 효율도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의 경우 등가 방법. APR1400 TNT

을 이용한 해석 결과 증기폭발의 충격 하중에 대해 원자로 공동 구조물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원자로용기의 파손 조건 및 노심용융물의 양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KEPCO, 2002].

(2) 격납건물 살수 작동 시 가연성 기체의 연소 가능성 증가

원전에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격납건물 대기에는 상당량의 가연성 기체

가 존재하게 된다 가연성 기체로서는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이며 수소 기체.

는 노내에서 핵연료 피복재의 산화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고 일산화탄소는 격납건물

의 각 격실에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상호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일산.

화탄소는 중대사고가 상당히 진행되어 원자로용기 파손 후에 생성될 수 있으며 생

성량은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의 조성 성분 중에서 탄산 성분의 함유량에 많은 영

향을 받는다 수소는 고온의 핵연료 피복재가 증기에 노출되면 산화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데 피복관의 온도가 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반응 속도가 현982.2 (1800 )℃ ℉
저히 증가하지 않지만 원자로 노심이 노출되는 중대사고 상황에서는 수백 킬로그램

정도의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수소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누설되거나 파.

단되면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다 격납건물 내에 축적된 수소가 연소되면 격납건.

물 파손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격납건물 내에 증기가 존재하면 상대적으로 수소의 몰농도가 감소하기 때문

에 연소를 억제할 수 있다 수소 연소 발생 여부 및 연소에 의한 격납건물 대기 압.

력 증가는 격납건물 내의 수소 농도 증기 농도 불연성 기체 농도 및 대기 온도 등, ,

의 복합적인 함수로 주어진다 표준 원전에서와 같이 격납건물 내 냉각수 주입을.

위해 살수계통을 작동시키면 격납건물에 상당한 양의 수소가 축적되어 있지만 증,

기 농도가 높아 수소 연소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기 농도가 감소되어 수소

연소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비상기술 지원실은 노심 손상시 격납건.

물 살수계통 작동을 권고할 경우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세대.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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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경우 원자로 공동 충수계통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살수계통과 별도로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을 위한 충수가 가능하므로 가연성 기체의 연소 위험성은 크지 않다.

(3) 사고 완화에 필요한 냉각수 공급원의 부족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는 격납건물 살수계통 및 안전주입계통에 물을 공급하

며 이 탱크가 고갈되면 두 계통은 격납건물 배수조로부터 보통 재순환 방법에서, ( )

물을 공급받는다 이 계통의 기기가 고장나거나 또는 격납건물 우회사고 등의 이유.

로 재순환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중대사고 시 고 오염수의 격납건물,

외부누출 가능성 때문에 재순환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는 격납건물 살수계통 및 안전 주입계통에 확실하게 물을 공

급할 수 있어야 한다.

살수펌프를 이용하거나 또는 중력 배수 방식에 의해 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높은 주입 유량으로 인하여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의 현저한 수위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안전주입 계통의 물 공급원이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탱크 수위의 저하는 안전주입 계통의 기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노심회복을 위한 냉각수 주입율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심을 냉각하“ RCS ” ,

기 위해 필요한 냉각수량의 상한치가 결정된다 이 냉각수량은 핵연료 재장전수 탱.

크의 수위로 환산할 수 있으며 살수계통의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

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냉각수 유출이 없고 증기발생기에서 열제거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설정치은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기발생기에서.

응축된 물이 노심으로 계속 공급될 수 있고 설정치에 필요한 수량보다 적은 양으,

로도 노심 냉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 중력 배수 시 역류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방출

원자로용기 파손 후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이 시작되면 격납건물로 방출된 고

에너지의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열전달에 의하여 격납건물 대기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된다 핵연료 재장전수의 중력 배수는 격납건물 내부 압력에 좌우되므로 이 내.

부 압력의 상승은 중력 배수의 정지뿐만 아니라 역류에 의하여 저장탱크를 통해서

핵분열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될 수도 있다.

격납건물 내부 압력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하는 인자가 많기 때문에 예 열( ;

전달률 노심용융물의 형상 등 핵연료 재장전수의 중력 배수가 시작되기 전에 격, ),

납건물 압력 상승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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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격납건물 압력이 측정되면 압력 상승에 따른 중력 배수 유량을 평가할 수 있

다 표준원전 사고관리 지침서의 계산표 중력배수 는 비상기술 지원실이. -05, “RWT ”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진단하여 격납건물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은 핵연료 재장전수 탱.

크로의 역류 방지용 체크밸브가 설치된 발전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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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사고관리 계산 보조 도구 개발

1. 계측 신호 처리 및 개선 모델 의 개발(ASSA)

가.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와 성능 개선

중대사고 이슈의 종결 통합 계획 과 함께 중대사고 관리 대처SECY 88-147 “ ”

능력의 개선과 입증을 위한 유용한 정보 및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대사고 시

발전소 기기들의 정확한 신호 해석이 요구되었고 사고관리 규제 및, SECY 89-012 “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계획 에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는 사용자에” (NRC)

대한 사고 관리계획의 중요 요소로서 기기의 생존성 평가를 요구하였다[EPRI,

일반적으로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절차는 중대사고 경위에 대한 코1992]. MAAP4

드 해석을 수행하여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함수를 얻은 후 계측기기의 구동 조

건과 계측기기의 내구성 사양데이터 및 계측의 최대 범위 값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계측기기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정상 계측 조건을 벗어난 환경.

에 위치한 계측기기는 계측 회로의 주요 수동 소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정상 양상

으로 나타나게 된다 외[C. A. Neign , 1993].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결과 불만족 기기에 대한 사고 대처방안으로 계측기기

성능평가 및 개선 기술이 요구되었으며 외[A. J. Horn , 1993, D. T. Furgal, 1985],

이 분야의 주요 적용 대상은 중대사고 조건에서 계측기기 회로의 작동 상태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계측기기의 주변 환경 온도.

가 상승하게 되면 계측기기는 비정상의 오류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경우 비정상.

신호의 분석기술을 통하여 계측기기 신호 처리 및 신호 분석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

다 이때 환경인자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모델링 회로로 부터 발생되는 비정상 신.

호의 양상은 정상 신호 양상과 비교하여 변형된 정보를 얻게 되며 변형된 정보는,

약속된 기준 펄스를 사용하여 회로의 입력으로 통과시켜 일그러진 비정상 출력의

신호를 분석하게 된다[C. A. Negin, 1993, K. M. Koo, 2006].

계측기기가 구동되는 환경인자 중 주요 변수인 온도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비정상 출력의 신호와 정상 출력의 신호를 비교분석하는 기술은 표준 입력 펄스의

인자와 변형된 출력 인자를 비교하는 기본 단계와 분석이 어려운 잡음 패턴과 과도

링깅 함수 패턴들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이들 왜곡된 정보들의 정량적 분석,

을 통해서 개선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선 단계로 구분된다[K. M. Koo, 2003].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조건 시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와 비정상 상태의

계측기기의 성능 평가 및 신호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등가회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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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함수를 적용하기 위해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등가회로에서PSpice/Multi-SIM

출력된 비정상 영역의 신호 분석 및 개선은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LabVIEW

다 코드 해석 결과와 코드 해석 결과를. PSpice/LabVIEW Multi-SIM/LabVIEW

비교 검토하였고 두 코드 해석 결과와 실제회로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

해 두 코드의 일원화 명령 체계 의 준 실시간 처리 및 관(One order code system)

리 유지하기 위해서 링크 된 총체적 상기의 기능을 가지는(Link) ASSA(Abnormal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Signal Simulation Analyzer) [K. M. Koo, 2006]. ASSA

템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술보고서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와KAERI/TR-3386/2007 "

성능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 개발 영문 제목ASSA ( : The Development of an ASSA

as an Auxiliary Tool for Assessment of Existing Plant Instrumentation and

에 기술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해Enhancement of the Instruments Performance)" ,

서 발표한 논문과 의 사용자 매뉴얼을 부록에 첨부하였다ASSA .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측기 생존성 평가 및 성능개선 연구의 단계는 사고관

리 전략 및 절차개발을 위한 주요 계측인자를 선정하여 해당 계측기기의 생존성을,

평가하는 단계 연구와 중대사고 조건에서 비정상 상태의 신호처리를 적용하여 계1

측기의 상태를 평가 분석 진단하는 단계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 2 ,

분석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신호 복원기술을 적용하는 단계 연구로3

구분할 수 있다.

� 단계 중대사고 계측기기의 선정 및 생존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제시1 :

정보 필요 환경 및 처리조건 계측기기 평가 및 대체 방법 제시( , , )

� 단계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 따른 중요기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회로 모의2 : (

실험기 개발 및 진단방법 개발 모의실험 결과 현장 활용성 제시/ )

� 단계 새로운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수행 중대사고3 : Off-Line (

조건에서 계측기기의 성능 개선)

(1)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방법론

울진 호기 원전을 대상으로 주요 계측기기를 선정하여 중대사고 경위에3, 4

대한 코드 해석 결과에서 도출된 계측기기의 계측 환경 조건 범위와 각 계MAAP4

측기기의 사양 및 범위를 비교하여 중대사고 시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를 수EQ

행하였다 외 본 연구에서는 사고관리 및 완화를 위한 중대사고[K. M. Koo , 2004].

관리 절차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가지 계측 인자를 기준으로 생존성 평가를 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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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측기기를 선정하였다 의. APR1400 SSAR 19.2.2.4 Bounding Accident

에 근거한 이들 계측기기의 고유 정보는 발전소 설계 사양을 포함한Environment

계측기기 고유 설계 사양과 계측기기 명 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체계적인, .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를 위해 개별 계측기기에 대해서 기기 선정부터 기기 분석,

기기 성능 개선의 종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3.1은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단계 방법론을 보여준다3 (phase) .

그림 3.3.1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단계 방법론3 (phase)

(2)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방법론의 단계

� 단계 중대사고 시 필요한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로서 중대사고가1 (phase 1):

발생하는 동안 제어실 운영자와 기술관리 센터 요원들은 발전소의 사양(TCS)

을 기준으로 한 중대사고 절차서 를 통하여 제공된 전략을 적용하게(SAMG)

됨 이때 필요한 정보는 효과적 평가와 각각 상황에 따른 전략의 적용과 기술.

배경서 에서 입증된 가 필요하(TBR) CHLAS (Candidate High Level Actions)

고 이들 입증된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설정함.

� 단계 중대사고 시 계측기기의 주변 계측 환경을 설정하는 단계2 (phase 2) :

로서 필요한 정보와 인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예상 인자의 정량적 정보

및 환경 조건을 계산함 중요 시나리오에 대해 코드 해석을 수행하. MAAP4

여 사건 분석 및 중대사고 환경 조건을 재현함.

� 단계 기기 검증 정보와 코드 해석에 의한 환경 설3 (phase 3): (EQ) MAAP4

정 인자의 비교는 사고환경 단계 를 개의(AES: Accident environment sta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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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환경 단계로 설정하여 판정함.

(3)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대표사고경PDS(Plant damage state)

위 가지와 전원 상실사고 경위 를 각각 고려하여 중대사고 시 계측기기의5 (SBM-94)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SLOCAPDS_S12 (PDS 40: SL-12) :

� 증기 발생기 관 파손 사고SGTRPDS_S37 (PDS 45: SG-37) :

� 급수 상실 사고LOFWPDS_S115 (PDS 19: LF-115) :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SLOCAPDS_S59 (PDS 35: SL-59) :

�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LLOCAPDS_S09 (PDS 27: LL-09) :

� 전원 상실사고SBM-94 :

울진 호기에 대해 선정된 개의 대표사고경위와 사고 진행에 따른 주요3, 4 5

사건에 따라 시점을 개 단계로 구분하여 표5 3.3.1과 같이 정리하였다.

AES 주요사건
1 ) S L O C A P D S

_S12 (PDS 40)

2) SGTRPDS

_S37(PDS 45)

3) LOFWPDS

_S115(PDS 19)

4) SLOCAPDS

_S59 (PDS 35)

5) LLOCAPDS

_S09(PDS 27)

Phase 1
사전 노심 손상 초86535.45 ( ) 초9802.79 ( ) 초3209.20 ( ) 초3730.46 ( ) 초9.10 ( )

시점 번호 289 34 12 13 4

Phase 2

노심 용융 시작

에서(TCRHOT

가 되는2499 K

시점)

91365.1 초( ) 15449.3 초( ) 5802.8 초( ) 5643.96 초( ) N/A

시점 번호 305 52 20 20

Phase 3

원자로용기

재배치
초98586.8 ( ) 초20187.83 ( ) 초10211.32 ( ) N/A N/A

시점 번호 329 68 35

Phase 4

원자로용기

고장
N/A 초21633.52 ( ) 초11343.25 ( ) N/A N/A

시점 번호 73 39

Phase 5 격납용기 고장 N/A N/A N/A N/A N/A

표 3.3.1 대표사고 경위 종류와 사고환경 단계에 따른 주요사건의 시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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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납용기 온도 계측기기 평가( )

본 연구에서는 격납용기 온도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를 시나리오 6(SBM-

에서 사고 시 압력과 온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온도 계측기기에 대해서 수행하94)

였다 계측기기 고유명이 로서 기기 위치는 격납용기 환형에 위치하고 기. TE-10134

기 압력의 환경 범위 한계 값인 값을 초과한다 저온관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EQ .

고유명이 시리즈의 종류 온도 기기는 온도와 압력의 환경 범위 한계 값TE-413B 4

을 초과한다 노심 출구 온도를 계측하는 기기 고유명이 에서 온도 기. RT-1 RT-65

기는 온도 한계범위에 근접한 상태이며 압력은 환경 범위의 한계 값을 초과하였다.

표 3.3.2는 온도 기기 생존성 평가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시나리오명
기기 명

(instrument)

기기 센서( )

위치
압력 범위EQ

MAAP

최대 압력

온도측정

범위

MAAP

최대 온도
판정

*6 SBM-94
*TE-10134

(TJI-10100)

CONT.

ANNULAR

(C65OBSB)

(455,070Pa)

500,577 Pa
756,240Pa

423 K

측정 범위( )
448 K

온도,

압력

불만족

*6 SBM-94

TE-413B

CONT.

ANNULAR

(COLD LEG)

(455,070Pa)

500,577 Pa
756.240Pa

범위EQ

303 F

(425 K)

448 K

온도,

압력

불만족

TE-423B,

TE-433B,

TE-443B

*6 SBM-94

RT-1

THRU

RT-65

CONT.

ANNULAR

(CORE EXIT)

(506,782.5 Pa)

557,460.8 Pa
756,240

범위EQ

450 F

(507 K)

448 K
압력

불만족

표 3.3.2 온도 기기 생존성 평가 결과

* TE : Thermocouple couple

** RT : Resister temperature detector

나 격납용기 압력 기기( ) (PT-351)

격납용기 압력 측정용 계측기기인 시리즈의 생존성 평가 결과는 중PT-351

요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전부 부적합한 계측기기의 상태를 나타냄을 보여준다6 .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전체 채널인 에서 모두 불만족 평가PT-351 A, B, C, D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는 사고경위명 와. CH. A(PT-351A) 1 SL-12 4 SL-59,

그리고 에서 압력에 대한 환경 범위의 한계 값을 초과하였다 사고경위 명5 LL-09 .

그리고 에서는 압력과 온도의 두 환경 범위 한계2 SG-37, 3 LF-115, 6 SBM-94



- 162 -

값을 초과하였다 표. 3.3.3은 채널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를 정A(PT-351A)

리한 것이다.

시나리오 명
기기 명

(instrument)

기기 세부( )

위치

압력EQ

범위

최대MAAP

압력

온도 측정

범위

MAAP

최대

온도

판정

* 1 SL-12 PT-351A
내벽CONT.

(144-A03A)
116,040Pa 227,173Pa

465K

(456.7)
392K

압력

불만족

* 2 SG-37 PT-351A
내벽CONT.

(144-A03A)
116,040Pa 141,513Pa

465K

(456.7)
547K

압력온도/

불만족

* 3 LF-115 PT-351A
내벽CONT.

(144-A03A)
116,040Pa 229,200Pa

465K

(456.7)
448K

압력온도/

불만족

* 4 SL-59 PT-351A
내벽CONT.

(144-A03A)
116,040Pa 223,539Pa

465K

(456.7)
410K

압력

불만족

* 5 LL-09 PT-351A
내벽CONT.

(144-A03A)
116,040Pa 251,826Pa

465K

(456.7)
409K

압력

불만족

* 6 SBM-94 PT-351A
내벽CONT.

(144-A03A)
116,040Pa 756,430Pa

465K

(456.7)
658K

압력온도/

불만족

표 3.3.3 채널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A(PT-351A)

다 격납용기 압력기기( ) (PT-352)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사고경위 명 에서 전체 채널PT-352 , 6 SBM-94

에서 모두 불만족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A, B, C, D . CH.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를 표A(PT-352A) 3.3.4에 정리하였다.

시나리오 명
기기

(instrument)

기기 세부( )

위치

압력EQ

범위

최대MAAP

압력
온도EQ

MAAP

최대

온도

판정

*6 SBM-94 PT-352A
내벽CONT.

(144-A03A)
541,520Pa 756,262 Pa

465K

(456.7)
469K

압력온도/

불만족

표 3.3.4 채널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A(PT-3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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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납용기 압력기기( ) (PT-353 )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는 사고경위 명 에서 전체 채널PT-353 , 6 SBM-94

인 와 에서 온도가 환경 범위 임계점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격납용기A B .

와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를 표CH. A(PT-353A) CH. B (PT-353B) 3.3.5에 정

리하였다.

시나리오 명
기기

(instrument)

기기 세부( )

위치

압력EQ

범위

MAAP

최대 압력
온도EQ

MAAP

최대

온도

판정

*6 SBM-94 PT-353A, B
내벽CONT.

(144-A03A)
1,402,150Pa 756,262 Pa

465K

(456.7)
457K

온도

임계점

표 3.3.5 채널 와 압력 기기의 생존성 평가 결과A B(PT-353A & B)

(4) 연구 결과 요약

� 울진 호기 계측기 생존성 평가는 중요 계측기를 선정하고 중대사고 시 취3, 4

약한 환경 요건에 따른 중요 계측기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이들 분석 비교 평가 결과로부터 일부 중요 계측기기는 사고 조건에서 온전

한 계측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 이들 계측기기는 사고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계측 한계범위의 초과상태로 표

시되는 비정상 지시 값 또는 지시치 상한 값을 벗어나는 고장 및 강등

상태가 예상된다(Degradation) .

� 선택된 중요 기기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계측기기 성능 개선을 위한 신호처

리 분석 진단의 총체적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 ASSA .

나. 계측기기의 신호처리 및 개선용 모듈 개발ASSA

(1) 필요성 및 의미

일반적으로 원전의 격납 건물 내에서는 중대사고 설계 기준 사고 또는 공기,

냉각 장치의 손실 사고 등에 의해서 고온의 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고온 상태의.

열전달은 격납 건물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계측기 회로에도 직접 간,

접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들 영향에 의한 계기 회로의 물리적 변화는 불완전한.

천이 상태를 거쳐서 극한 상태인 개회로 접지 혹은 단락 회로 등을 만들게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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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환경 조건 과 설계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서 과도 상태의 비정상 신호에(EQ)

의한 오류 정보의 유입 가능성이 있고 상기 오류 정보에 기인하는 판단 오류 가능,

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전의 중대사고 시 고온 환경에 기인하는 계측기의 물리적 변화에

따라 회로 소자의 강등 조건하에서 과도 상태 신호해석 기술을 통해 이들 출력의

오류 정보로부터 고장 회로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및 분

석 장치가 요구되었다 외 상기 문제 인식과 더불어[A. J. Horn , 1993]. , TMI(Three

사고 이후 제정된 사고관리 규제 및 연구 프로그램에Mile Island) SECY 89-012 “

대한 관리자 계획 요구 절차에 따라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와 그 결과 불만족 기”

기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대처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고.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결과물들은 의 단순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서 환경 조PSpice

건에 따른 일부 계측기기 등가회로의 오류 점검을 기술한 미국 전력연구소 의(EPRI)

연구 결과와 상기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의 제시 정도로 제

한되었다.

(2) 개발 범위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시 온도환경 영향 평가에서 온전한 계측 신호를 나

타내지 못한 계측기에 대하여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한 후 비정상 신호 분4 20mA～
석을 통하여 오류 원인의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한 기반 모의 등가회로에 포지티PC

브 및 네가티브 펄스 신호로 부터 과도상태 신호분석 진(positive) (negative) (pulse) /

단 및 신호개선이 가능한 전용 모듈을 개발하였다 외 온도환경[K. M. Koo . 2005].

영향 평가를 만족시키지 못한 계측기에 대한 신호분석 진단 장치로서 해4 20mA / ,～
당 계측기의 모의 등가회로의 구성이 가능하고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펄(positive)

스파를 입력하여 출력신호를 얻을 수 있는 엔진 모듈과PSpice/MultiSIM PSpice/

엔진 모듈로부터 출력된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분석하는 분석MultiSIM LabVIEW

모듈 및 엔진 모듈과 분석 모듈을 연동하는 시스템 연PSpice/MultiSIM LabVIEW

계 모듈을 포함하는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를 개발하였다 외[K. M. Koo , 2006].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측기에 대한 신호분석방법으로서 계측기의, 4 20mA ,～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는 제 단계 등가회로에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1 , (positive)

펄스파를 입력하여 출력신호를 얻는 제 단계 제 단계로부터 출력된 출(negative) 2 , 2

력 신호를 입력받아 분석하는 제 단계를 포함하는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이 가능한3

방법 절차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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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모델 및 모듈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는 계측기의 모의 등가회로 구성

이 가능하고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펄스파를 입력하여 출력신호를 얻는(positive)

엔진 모듈과 엔진 모듈로부터 출력된 출력 신PSpice/MultiSIM , PSpice/MultiSIM

호를 입력받아 분석하는 분석 모듈 및 엔진 모듈과LabVIEW PSpice/MultiSIM

분석 모듈을 연동하는 시스템 연계 모듈을 포함한다 더블어 본 시스템LabVIEW . ,

연계 모듈은 일체형 코드 명령 체계를 갖게 된다(one body code order) . MultiSIM

엔진 모듈과 분석 모듈에 연계되는 회로 구성 및 테스트 엔진과 신호 분LabVIEW

석 코드는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엔진 모듈은 온도 변화량에 따. , PSpice/MultiSIM

른 등가회로 시정수의 변화량 추산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정수 변화량,

에 따른 소자 변화량 추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소자 변화량에 따른 계측기기,

사고 조건 분석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분석 모듈은 생존성. LabVIEW

평가 방법론 결과에 따른 비정상 조건 계측기기 분류 및 평가 기능을 포함한다 또.

한 신호처리 결과 입증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장 계기와 접, (validation) ,

속 가능한 입출력 접속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LabVIEW (I/O interface)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호분석기는 과도상태인 비정상 신호를 정상상태 신호로 복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2는 비정상 모의 등가회로에 대한 모의 신호분석 흐름 설계도이고/ ,

그림 3.3.3은 비정상 모의 등가회로의 엔진 코드와 분PSpice/MultiSIM LabVIEW

석 코드를 연동한 신호분석기 구성도이며 그림, 3.3.4는 엔진 코드의 등가MultiSIM

회로 구성도를 나타내고 그림, 3.3.5는 분석 코드의 입력 변수와 출력 신LabVIEW

호를 표시한다 또한 그림. , 3.3.6은 엔진 코드와 분석PSpice/MultiSIM LabVIEW

코드의 연계한 모듈 실행 예시도이고 그림, 3.3.7은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 전류/

변화 특성 곡선이며 그림 은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 데이터 흐름도이다 그림, 3.3.8 .

는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의 초기화면 예시도를 표시하고 그림 은3.3.9 ASSA , 3.3.10

엔진 모듈 전체도 및 입출력 화면 예시도를 나타낸다 그림 는MultiSIM . 3.3.10(a)

전체 예시도 그림 는 입력 펄스 발생 장치 그림 는 출력 신호 분, 3.3.10(b) , 3.3.10(c)

석 및 평가용 오실로 스코프 그림 는 출력 신호의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 3.3.10(d)

량으로 변환 기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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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비정상 신호 모의 등가회로 신호분석 흐름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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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비정상 모의 등가회로 연계영역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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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엔진 코드의 등가 회로 전체 구성도Multi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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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분석 코드의 입력 변수와 출력 신호 구성도LabVIEW

그림 3.3.6 시스템 연계 모듈 실행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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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 전류 변화 특성 곡선/

그림 3.3.8 신호분석기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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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의 초기화면 예시도

(a) (b)

(c) (d)

그림 3.3.10 엔진 모듈 및 입출력 화면 예시도MultiSIM

전체도 입력 펄스 발생기(a) (b)

출력단의 신호 측정 분석하는 오실로스코프 장치(c) /

출력 신호의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량으로 변환 기능(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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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는 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PSpice

는 미국 전력연구소의 시도와는 달리 상용 엔진 코드를 동시에PSpice/MultiSIM

이용한다 은 프로그램으로서 원하는 회로를 설계한 후 이를. PSpice/MultiSIM CAD ,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회로의 동작 여부 및 상태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

다 이들 코드들의 등가회로의 설계 기능은 데이터로 옮겨 를 제작하면. PCB PCB

거의 오류 없는 제품을 짧은 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는 상용 엔진이다 또한. ,

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가의 계측장비를 가상으로 이용PSpice/MultiSIM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루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해당 계측기 등가회로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저항 코일 콘덴서 등의 수동소, ,

자와 다이오드 등이며 이들 소자들은 고온도 영향 변화에 따라 소자의 고유 변화,

량에 의해서 오류 정보인 비정상 신호를 유도한다 환경의 물리적 변화에 따른 신.

호 분석을 위하여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회로의 출력신호인 과도,

상태 신호는 추후 설명하는 분석 모듈로 전달 된다LabVIEW (import) .

그림 는 엔진 모듈을 이용하여 비정상 상태로 예상되는 계3.3.10(a) MultiSIM

측기를 등가회로로 구성한 것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단에는. 3.3.10(a)

입력파 발생기가 부여되고 출력단에는 오실로스코프가 모사되어 있어 실제기능과,

동일한 테스트 펄스의 입력 및 출력 파형의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는 본. 3.3.10(b)

연구의 신호분석기 중 엔진 모듈에 구비되는 부속 화면으로서 소자 정보MultiSIM

와 출력신호의 출력 예를 표시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소자 정보와 출력신호를.

동시에 표시하게 되므로 일목요연한 분석이 가능하다.

(4) 신호처리 시행 및 예ASSA

분석 모듈은 그림 와 그림 에 도시한 바와 같이LabVIEW 3.3.9 3.3.10(a)

엔진 모듈과 입출력이 연계되어 상호 연동 되도록 구성된다 즉MultiSIM . ,

엔진 모듈에서 분석된 과도 신호 정보 및 분석 사항이 분석MultiSIM LabVIEW

모듈로 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그림 은 코드의 신호처리. 3.3.11 LabView

흐름도를 나타내며 분석 모듈은 디지털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LabVIEW ,

다음의 기능을 포함한다.

� 생존성 평가 방법론 결과에 따른 비정상 조건 계측기기 분류 및 평가 기능

� 신호처리 결과 입증 기능(validation)

� 현장 계기와 접속이 가능한 입출력 접속 기능LabVIEW (I/O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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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조건 계측기기 분류 및 평가 기능은 코드에 의한 환경 계산MAAP4

결과와 계측기기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상상태 즉 상태 와 비정상 상EQ ( , OK )

태 즉 상태 를 구분하는 로직을 포함하고 그 로직 결과에 따라 오류 계( , Fail ) ,

기를 선별하는 기능List-up

� 분석 모듈의 입출력 접속 기능을 설명한다 상기 접속 기능은LabVIEW .

상용 코드를 이용하여 현장계기와 본 연구의 베이스 모듈과 접LabVIEW PC

속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전 현장에 방문하여 를 통해 교육을 수, Demo

행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며 신호분석기를 즉각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한다 상기 분석 모듈의 입출력 접속 기능. LabVIEW

코드로부터 얻은 비정상 신호는 개선된 신호분석의 적용을 위해서Multi-SIM

코드의 신호 처리 단에 전송되어 단계 신호처리를 거치고 그 응답 분석LabVIEW 5

은 시간 응답과 주파수 응답 출력으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이때 비정상 펄스파 신.

호의 출력은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다음의 신호처리 단계를 거친다.

� 신호처리 단계 기능 정상 신호의 분류 환경 온도 영향에 따른 정상 펄스1 : , ( )

신호 응답 분석

� 신호처리 단계 기능 비정상 신호 분석 환경 온도 영향에 따른 변형된 비2 : , ( )

정상 펄스 신호 응답 분석

� 신호처리 단계 기능 잡음 신호의 정량적 개선 신호 개선 여파 기능 적용3 : ( )

� 신호처리 단계 기능 비정상 펄스 신호의 복원 정상 펄스 신호에 접근한 신4 : (

호 개선 알고리즘 적용한 복원 기능)

� 신호처리 단계 기능 비정상 신호의 진단5 :

여기서 상기 신호처리 단계와 단계를 처리한 후 계기의 오류 진단은 다음3 4 6

종류로서 분류된다.

� 상향지시 예 회로 소자(Up scale) ( : RLC Shorted)

� 하향지시 예 회로 소자(Down scale) ( : RLC Opened)

� 예상보다 높은 상향지시 예 회로 감 가변(Higher) ( : RLC Impedance )

� 예상보다 낮은 하향지시 예 회로 증 가변(Lower) ( : RLC Impedance )

� 초과 변화 저 와 고 범위의 초과 진동(Varying Excessively) : (Low) (High)

예 회로 발진 잡음 영향( : L-C , 60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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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변화 다양한 물리적 조건 또는 병렬 기기 변화에 불변 상(Unchanging) :

태 예 회로 초과 증감 가변에 따른 무응답 조건 유도( : RLC Impedance )

그림 에서와 같이 상기 단계들에 대한 입출력 특성을 한 화면에 동시에3.3.5

표시되며 그 결과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요약 정리된다 또한 요약된 결과는 출력. ,

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의 실제 신호 분석,

에 응용된다.

부가적으로 분석 모듈에는 짧은 전기오류 신호 특성과 코LabVIEW MAAP4

드 해석에서 구한 환경의 긴 지속시간 신호 특성을 연계한 상관성의 출력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상관성 출력 기능은 임의 시간 영역에서 두 신호를 합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중대사고 조건의 출력 신호 비정상 신호 보정된 신호 정상 신호, ( ), ,

신호 출력을 한 시간 축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림(MAAP ) .

는 임의 시간 영역에서 두 신호를 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출력 신호를 보3.3.12

여준다.

시스템 연계 모듈은 엔진 모듈과 분석 모듈을 연동하는MultiSIM LabVIEW

것으로서 일체형 코드 명령 체계를 갖는 것이 특징이며 보다(one body code order)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외 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시스템 연계[K. M. Koo , 2004] .

모듈에서 상용 엔진 또는 툴 들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엔진 모듈(tool) ,

과 분석 모듈이 용이하게 변경 혹은 대체될 수 있다 그림 은 시스템 연계 모. 3.3.6

듈의 시스템 연동 실행 체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상기 방식에 의해 일체형 코드 명령의 안정된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즉 센. ,

서단 케이블단 수신단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엔진 모듈과, , , MultiSIM LabVIEW

분석 모듈간의 결합 용이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며 준 실시간 처리를 위한,

모의 계산 및 분석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 연계 모듈은 등가 모델. ,

소자 및 실제 상황 소자와 연계한 온도 의존성 특성 곡선의 비교 기능 및 네거티브

펄스 신호를 적용한 오류 양상 변화량 측정 기능을 구비한다.

그림 의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 전류 변화 특성 곡선을 참조하고 등가3.3.7 / ,

모델 소자 및 실제 상황 소자와 연계한 온도 의존성 특성 곡선의 비교 기능은 등가

모델에서의 회로 구성요소를 온도에 대해 변화하는 값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

제 회로 구성요소에 대한 온도 변화량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온도 특성 곡선을,

프로그램에 내장시켜 특성곡선과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네거티브LabVIEW .

펄스 신호를 적용한 오류 양상 변화량 측정 기능은 네거티브 펄스파 양상의 측정

인수의 계측 정보를 적용한 회로의 온도 특성 분석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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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에 의해 원전 중대사고 환경에서

계측기 에 대한 등가회로를 코드로 모의하고 입력의 기준 신4 20mA Multi-SIM ,～
호인 네거티브 펄스파를 이용하여 회로의 구성원인 수동 소자의 온도 영향에 따라

서 오류 정보인 출력의 비정상 신호의 시정수를 코드로 분석하며 계측LabVIEW ,

기기 출력의 과도 상태의 신호 양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회로 소자에 미치는 온도

영향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과도 상태인 비정상 신호를 정상 상태의 신호로 복원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기 신호분석기는 현장 상황에 용이하게 접속 가. ,

능한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바 발전소 현장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가 가능하다, .

비정상 모의 신호분석기의 사용 방법 혹은 신호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들기로 한다 그림 는 본 연구의 신호. 3.3.9

분석기 입출력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초기 화면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3.3.9

같이 본 연구의 신호분석기는 실제 원전 격납 건물 내를 모사하여 구성되어 있으

며 필요한 경우 분석에 필요한 분석 변수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 .

호분석기는 원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용 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간단한PC ,

절차에 따라 인스톨 및 즉각적 사용이 가능하다 비정상 신호 발생 및 분석 툴 버.

튼 들이 일목요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상기 버튼의 클릭에 의해 각종 모듈이 업로.

드 된다.

그림 는 엔진 모듈을 이용한 계측기 모의 등가회3.3.10(a) MultiSIM 4 20mA～
로의 구성 실시 예를 보이는 도면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대. 3.3.10(a)

상 계측기를 모사할 수 있도록 저항 코일 콘덴서의 수동소자 및 다이오드 등에 의, ,

해 회로도가 구성되었다 상기 등가회로에는 입력단에 그림 와 같은 입력파. 3.3.10(b)

발생기가 포함된다 또한 출력단에는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오실로. , 3.3.10(c)

스코프가 모사되어 추가된다 상기 입력파 발생기를 통해 다양한 형태 및 특성의.

네거티브 펄스파 입력이 가능하고 상기 입력된 펄스파에 의한 회로도의 출력이 오,

실로스코프에 의해 관찰된다 물론 상기 출력파는 그 결과가 자동으로. , LabVIEW

분석 모듈로 전달된다.

그림 에 개시된 입력단에 약속된 기준 네가티브 펄스를 가해준3.3.10(a), (b)

다 설계된 압력 기기 모의 등가회로에서 정상 소자가. 4 20mA R1, R2, R3, R4,～
소자 일 때 네거티브 출력 펄스의 파라메터를 오실로스코프에서 계측한다C1, C2 , .

네거티브 펄스의 파라메터로는 전압 진폭 변화량 펄스의 하강 시간, (Rising time),

펄스의 대역폭 상승시간 펄스의 진폭 변화량으로 구분할(Bandwidth), (Rising time),

수 있다 다음으로 압력 기기 모의 등가회로 입력단 소자인. 4 20mA R1, R2, R3,～
소자 중 하나를 선정하여 각각의 소자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네거티브R4, C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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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파의 변형 파라메터를 오실로스코프로 계측한다 상기 소자 변화량에 대한 출.

력의 네거티브 펄스파의 변화량은 그림 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한다 상기 그3.3.13 .

림 에서는 등가회로의 수동소자 중 하나인 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예3.3.13 R3

를 표시하고 있으나 상기 분석은 모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고 각, R1, R2, R3, R4

각에 대한 변화량 별 파라메터 변화가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것이다 의 콘덴. C1, C2

서에 대하여도 용량 차이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 분석을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한다.

그림 는 소자에 대한 시간 대비 출력 볼트 그래프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3.3.14 C2

여준다.

그림 과 그림 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값들은 그림 에 표시된3.3.13 3.3.14 3.3.15

것과 같이 저항 변화량에 따른 전압의 크기에 대한 그래프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

림 는 그림 의 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그래프로부터 특정 저항 대역3.3.15 3.3.13 ,

에서 선형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소자 변화량에 따른 네거티브 펄.

스 파라메터의 선형성 변화량은 그림 의 온도변화량에 따른 전압 전류 변화 특3.3.7 /

성곡선을 이용하여 온도 함수로 변환될 수 있다 즉 저항 변화와 온도 변화 상관식. ,

이 그림 및 그림 의 상호 연동으로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 전류 변화3.3.15 3.3.7 /

특성 곡성으로부터 유도됨을 의미한다 결국 엔진 모듈과 분. , MultiSIM LabVIEW

석 모듈에 의해 상기 의 소자 변화로부터 선형적 전압변화R1, R2, R3, R4, C1, C2

량의 정보를 그림 의 특성곡선과 연계 적용함으로써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자의3.3.7

저항 변화의 상관식을 얻게 되므로 등가 회로의 분포정수인 소자 저항 코일 콘( + +

덴서 에 미치는 온도 환경에 따라 출력의 비정상 신호 양상을 분석 할 수 있다 결) .

과적으로 온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 오류신호 비정상 신호 분석이 가능한 전용( )

신호 분석 모듈로서의 기능과 오류 범위를 정량적 분석으로 정상 신호의 복원도 가

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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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와 연계한 코드의 신호처리 흐름도PSpice LabView

그림 3.3.12 임의 시간 영역에서 두 신호를 합 할 수 있는 기능의(SUM)

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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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저항변화량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 예시R3

그래프 및 데이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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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콘덴서 상태변화에 따른 출력 파라메터C2

예시 그래프 및 데이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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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저항변화에 따른 네거티브펄스파의 전압레벨

분석데이터 표

(5) 신호 분석 및 검증 실험

성능 및 출력 신호 분석을 위한 상세 기능은 다음과 같다ASSA .

� 실험을 통한 소자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화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 및S/W

회로 베이스Data

� 실험을 통한 소자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화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 및H/W

회로 베이스Data

� 특수 신호처리 합산 기능 사고 조건의 출력 신호 비정상 신호 보정된 신: ( )

호 출력 에 동시에 표시하고 그림 에서는 단시간의Time Span Table , 3.3.16

비정상 신호 와 표준 펄스 신호 를 결합한 출력 신호 와 장시간 현장 계(c) (b) (a)

측 신호 를 나타낸다 그림 은 오실로 스코프 온도 계측결과로서 소자(d) . 3.3.17

변위에 따른 출력 네거티브 파라메터 전압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환 상관식

을 적용한 출력 를 나타낸다Dis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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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단시간의 비정상 신호 와 표준 펄스 신호 를 결합한(c) (b)

출력 신호 와 장시간 현장 계측 신호(a) (d)

그림 3.3.17 오실로 스코프 온도 계측 소자 변위에 따른 출력 네거티브;

파라메터 전압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환 상관식 적용한 출력

(6) 모의실험 등가회로 출력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엔진 모듈은 단일 명령체계에 따른 출력 결과가 자동MultiSIM “

수행 메뉴의 선택으로 온도 영향 초과에 따른 등가회로의 과도 상태 응답” R-L-C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엔진 모듈을 이용하는 회로. MultiSIM

소자의 온도 특성은 온도 변화량에 따른 등가회로 시정수의 변화량 추산 기능 시,

정수 변화량에 따른 소자 변화량 추산 기능 및 소자 변화량에 따른 계측기기 사고

조건 분석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시정수 란 어떤 회. (tim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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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떤 물체 혹은 어떤 제어 대상이 외부로부터의 입력에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 ,

리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등가회로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정,

량적 파라메터이다 각 기능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기술Convolution

- 많은 전기회로 입출력 시스템을 컨볼루션 모델로 표현됨(convolution)

- 시스템은 컨볼루션이라는 작용을 통해 입력을 변형시킴

-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과 시스템간의 컨볼루션임

- 예 전기 통신에서의 전송 채널:

� 기술Deconvolution

- 시스템이 입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 제거 하는 과정( )

-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추정하고 그 역을 구하는 것

- 시스템의 역 특성을 갖는 시스템 인버스 시스템 을 추가하여 시스템의 영( )

향을 상쇄함

- 관찰로부터 신호 소스를 복원하거나 시스템을 구하는 것(equalization)

(identification)

(7) 모의실험 및 신호검증

모의실험 절차는 설계된 의 압력 기기 모의 등가 회로에 정상 소자4 20mA～
인 소자에 네거티브 출력 펄스의 파라메터를 오실로 스코R1, R2, R3, R4, C1, C2

프에서 계측한다 네거티브 펄스의 파라메터는 전압 진폭 변화량 펄스의 하강 시간. ,

펄스의 대역폭 상승시간 펄스의 진폭 변화(Rising time), (Bandwidth), (Rising time),

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압력 기기 모의 등가회로 입력단 소자인. 4 20mA R1, R2,～
소자를 선정하여 각각의 소자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네거티브 펄스R3, R4, C1, C2

파의 변형 파라메터를 계측한다.

상기 소자 변화량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변화량을 그림 에서3.3.18

와 같이 테이블로 정리하였다 이때 소자 변화량에 따른 네거티브 펄스 파라메터의.

선형성 변화량을 적용하여 온도 함수로 변환 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온도 변.

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림 은 온도 변화량에 따른 전압 전류 변화 특성 곡선3.3.7 /

을 적용하여 소자 변화와 온도 변환 관계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에서 저항과 콘덴서의 고유 온도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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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탄소 피막저항과 금속판 유전체의 고정 컨덴서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그 예로서 그림 은 저항에 대해서 실제 회로를. 3.3.21 R2 H/W

구성하여 외부에서 온도를 가해주어 얻은 출력 전압의 변화량을 보여준다 이때 저.

항 소자 외부에 가해준 온도 범위 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50 0.00469 V,℃
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 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80 -0.0406V, 100℃ ℃

에서 출력 전압 레벨 변화량은 의 경향의 변화량을 얻-0.01406 V, 150 -0.15469 V℃
을 수 있었으며 이 변화량을 이용하면 소자의 저항 변화량과 온도의 상관관계, , R2

를 유추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의 저항성분은 온도 증가에 반비례 저항으로서. R2

의 온도 계수 를 갖게 된다“-” (temperature coefficent) .

현재까지는 일부소자인 의 출력 전압레벨에 국한 하였으나 차기 년도 과제R2

에서는 상기의 모든 대표성 소자에 대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서 외부 온도 변H/W

화에 따른 출력 신호의 변수 변화량 관계를 유도하고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소자의 온도 계수인 의 변화에 대한 저항 유전율 등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1 ,℃
는 계수로 에 대한 상세 실험이 보완 될 것이다1/deg .

그림 은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전압 레벨 상승3.3.13 R3 , /

하강 시간대역폭 펄스 시정수 데이터와 그림 는 소자 변화에 대한, , Peak 3.3.14 C2

네거티브 펄스파의 전압 레벨 상승 하강 시간 대역폭 펄스 전압 시정수 데, / , , Peak

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는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전압. 3.3.15 R3

레벨 상승 하강 시간대역폭 펄스 시정수 데이터이고 그림 은 소자, / , , Peak , 3.3.16 C1

변화에 대한 코드 비교 분석 결과 데이터이다Multi-SIM & PSpice .

신호 검증은 차적으로 코드의 출력 데이터와 코드의 출력1 PSpice MultiSIM

데이터로 비교하는 비교 신호 검증 방법과 차적으로 비교 결과와 실제S/W 2 S/W

실험에 의한 결과 신호와 비교하는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차적인H/W . 1 PSpice

코드의 출력 데이터와 코드의 출력 데이터로 비교 결과는 그림 에MultiSIM 3.3.20

서 소자 변화에 대한 과 코드의 비교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C1 MultiSIM PSpice

었으며 이 비교 결과에서 매우 비슷한 양상의 변화량을 얻게 되었다, .

차적으로 결과 신호의 결과는 그림 에서 저항의 변화에 대한2 H/W 3.3.21 R2

실제 실험 비교 분석 결과로서 얻을 수 있었으며 저항의 실제 실험H/W , R2 H/W

비교 분석 결과로서 온도 변화량에 따른 등가회로 시정수 전압 변화량 의 변화량( )

추산 상관을 적은 데이터로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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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출력 전압 레벨R2 ,

상승 하강 시간대역폭 펄스 시정수 데이터/ , ,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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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소자 변화에 대한 네거티브 펄스파의 전압C1

레벨 상승 하강 시간 대역폭 펄스 전압 시정수 데이터, / , ,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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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소자 변화에 대한 코드 비교C1 Multi-SIM & PSpice

분석 결과 데이터

그림 3.3.21 저항의 실제 실험 비교 분석 결과로서 온도 변화량에R2 H/W

따른 등가회로 시정수 전압 변화량 의 변화량 추산 상관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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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 은 소자 시정수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 변화 상관식으로서(3.3.1) R3

소자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의 데이터로부터 구한 상관식이다 그림MultiSIM .

는 소자 변화량에 따른 시정수 및 전압 변화량 데이터를 보여준다3.3.22 RC .

0 0
0 exp( ) 0

t d
V a b

RC

+
= − +

(3.3.1)

여기에서 시정수의 는 상수로 취급한다a0, t0, d0, b0 .

0.03005 0.0301 0.03015 0.0302

0.006

0.008

0.012

0.014

0.016

0.018

0.02

0.0301 0.0302 0.0303 0.0304 0.0305

-0.05

-0.04

-0.03

-0.02

-0.01

0.01

0.02

0.0301 0.0302 0.0303 0.0304 0.0305 0.0306 0.0307

-0.3

-0.2

-0.1

0.1

0.0301 0.0302 0.0303 0.0304 0.0305 0.0306

-0.06

-0.04

-0.02

0.02

1.23375e-41.20382e-47.57869e-53.68182e-5RC constant

0.0735410.279640.4398570.8002Voltage level (V)

50K10K5K1KResistance(ohm)

1.23375e-41.20382e-47.57869e-53.68182e-5RC constant

0.0735410.279640.4398570.8002Voltage level (V)

50K10K5K1KResistance(ohm)

그림 3.3.22 소자 변화량에 따른 시정수 및 전압 변화량 데이터RC

(8) 신호 검증을 위한 실제 실험H/W

의 소자 변화로부터 선형적 전압변화량의 정보는 온도R1, R2, R3, R4, C1, C2

변화량에 따른 전압 전류 변화 특성에 적용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자의 저항 변/

화의 상관식을 얻게 되므로 등가 회로의 분포정수인 소자 저항 콘덴서 에 미치는( + )

온도 환경에 따라 출력의 비정상 신호 양상을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온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 오류신호 비정상 신호 분석이 가능한 전용 신호 분석( )

모듈로서의 기능과 오류 범위를 정량적 분석으로 정상 신호의 복원도 가능하게 된

다 그림 은 실제 실험 구성도이며 그림 는 실제 실험 결과. 3.3.23 H/W , 3.3.24 H/W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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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실제 실험 구성도H/W

그림 3.3.24 실제 실험 결과 화면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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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의 효과 및 활용 방안

중대사고 관리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계측기의 생존성 평가에 부합

하며 높은 정확도를 갖는 평가 방법 및 장치의 개발은 원전의 안전성 및 가동성 향

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대사고 시 계측기의 생존성 평가 방법이나 평가. ,

장치는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의실험 정상 조건에 대한 복원 등의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오류 여부 판정과 같은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여,

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가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에 쉽게 연결하여. ,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활용성이 제고된다.

본 연구 결과물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도환경 영향 평가에서

불만족 된 계측기에 대하여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한 후 비정상 신호 분4 20mA ,～
석을 통함으로써 오류 원인의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한 베이스 모의 등가회로의PC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펄스파 과도상태 신호분석 방법 및(positive) (negative) (pulse)

신호분석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측기기 모의 등가회로의 네거티브 펄스파 과4 20mA～
도응답 신호분석 방법 및 신호분석기의 개발로 인해 사고관리 규제SECY 89-012 “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계획 에서 규제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고 관리계획”

의 중요 요소인 계측기의 생존성 평가에 부흥하는 중대사고 환경 조건에서 발전소

기기의 평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계측정보의 일관성 유지와 원전 기기의 생존 평가가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모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전소 현장 중심의 시연 및 검ASSA

증을 계획하였으며 사고관리 인 과 연계해서 통합된 쳬계를 구축, simulator SATS2.0

하고자 한다 그림 와 은 향후 현장 적용을 위한 의. 3.3.25 3.3.26 ASSA Network

과 의 확대 적용도를 각각 보여준다system ASSA Network system .

성능 개선을 위한 차기 연계 기술들은 산업용LabVIEW Code Compact

기술로서 실험과 교육환경에서 웨어러블 컴퓨팅Flash DAQ (Wearable Computing),

필드 모니터링 및 진단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 를 데이터 수집 디지털 프로, PDA ,

세싱 그리고 무선통신이 기능 지원으로 휴대용 계측기 접속 기술과 원전 사고 관,

리 구축을 위한 연계 기술로서 의 제 의 물결 유비쿼터스 기반 네트워크와 정보IT 3

획득 기술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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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발전소 현장 적용을 위한 의 개념도ASSA Network system

 등가 회로
LabVIEW

분석 툴 코드

- 진단파 확대 적용
 1) 네거티브 펄스파
 2) 포지티브 펄스파
 3) Train 펄스파
 4) 주파수 변조파(FM)  

- 기본 실험  
 1) Mutli-SIM 엔진 코드
 2) PSpice 툴 코드
 3) H/W 실제 회로 

-과도 신호 판정 파라메터
 1) 하강시간 시정수(Tf)
 2) 상승시간 시정수(Tr)
 3) 링깅 패턴(Rp)
 4) 잡음패턴(Np)

과도상태 신호
(비정상 신호) 데이터 

베이스

- 환경 조건 확대 적용
 1) 온도, 압력, 습도
2) 핵폭팔 전자파 모의

     (NEMP-Simulator)
     진단 시스템

- 확대 신호 분석 및 알고리즘 
  1) DSP
2) 리스크 확률 처리 알고리

      즘 적용  

이동 모니터링 무
선 시스템

현장 모듈 장착 
무선 시스템

Control Room  
무선 시스템

그림 3.3.26 의 확대 적용도ASSA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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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가연성 계산 도구의 개발

가. 계산도조 도구의 개발 및 특성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는 균일하기보다는 차 계통에서 격납건물1

로의 기체 누출로 파손지점 부근에서 국부적으로 수소농도가 높은 지역이 존재 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국부적으로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연소로 천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종태 외 따라서 아음속연소에서 초음속연소로의 천이[ , 2004]. (Deflagra-

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독립프로그램을 완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DDT)

성하였다 이를 위해 격납건물 내 화염가속 및 가능성 평가 계산보조도구 개. DDT

발을 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화염가속 및 평가를 위한 최신방법을 조사 및 정DDT

리하였다 전산프로그램은 기존 사고관리에[OECD/NEA, 2000, C. H. Negus, 1997].

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 의AICC(Adiabatic Isobaric Complete Combustion)

한 압력 및 온도도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결과를 정성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원자로.

공동 내에서 수증기 농도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화염가속 및DDT .

평가 모델에 대한 계산보조도구 개발을 위한 절차서를 도식화하고 계산 절차DDT

서를 작성하였다.

나. 격납건물 내 화염가속 및 가능성 평가DDT

(1) 계산모델

수소연소 하중계산은 방법을AICC(Adiabatic Isobaric Complete Combustion)

이용하는 보수적 방법과 수소연소 시 발생하는 고열로 인한 수증기의 열해리를 고

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화 하였다. .

에 의한 즉 완전 연소에 의한 가역 단열 화염 온도AICC (Adiabatic Flame

는 아래와 같이 연소 전후의 엔탈피를 이용하여 계산한다Temperature) .

( )hhn
o

f R
R

R ∆+∑=HR
(3.3.2)

( )hhn
o

f p
R

p ∆+∑=Hp
(3.3.3)

( ) ( ) ∫∫ +=+=
=

2

0
298

2

298
298

)()( 00
θ

θ

dttCpdttCp hhh ff

T

To

i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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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R은 반응전의 전체 엔탈피, HP는 반응 후 전체 엔탈피, 
 는 300K

에서 엔탈피, 는 특정온도에서 엔탈피를 나타낸다 은 반응물 는 생성물을 나. R , P

타낸다. nR은 반응전 각 기체의 몰수, nP는 반응 후 각 기체의 몰수를 나타낸다 여.

기서 얻어진 가역 단열 화염 온도를 이용하여 압력증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압력이 에 의한 압력이 된다AICC .

한편 로 가정하지 않는 경우 연소 후 각 기체의 몰수는 화염의 고온의, AICC

열로 인한 수증기의 열분해를 고려해야 한다 열분해 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

루어진다 우선 수소연소 반응은 다음과 같다. , .

Combustion : H2 + 1/2 O2 = H2O (3.3.5)

이렇게 생성된 수증기의 일부는 고온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반응으로 열

분해가 가능하다.

Dissociation : H2O = H2 + 1/2 O2 (3.3.6)

: H2O = 1/2 H2 + OH (3.3.7)

식 과 에서 를 수증기가(3.3.6) (3.3.7) a H2와 O2로 분해된 양으로 를 수증기가, b

H2와 로 분해된 양으로 각각 가정하면 식 과 식 와 같은 몰 변화가OH , (3.3.8) (3.3.9)

이루어진다.

(3.3.8)

(3.3.9)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각 기체의 종류별 몰수와 총 몰수는 식 과 같다(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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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한편 일반적으로 두 기체가 반응하여 생성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DCBA γγγγ
DCBA

+=+ (3.3.11)

여기서 반응 상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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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증기 열분해에 의한 두 반응의 반응상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
−−









++









++

+


















−−

+
=

=

=

−+

0.5b0.5a1

0.5a

P

P

0.5b0.5a1

ba1

0.5b0.5a1

0.5a

0.5b0.5a1

0.5ba

P

P

y

yy
K

1/2

1/2

1

1/21

212

2

H2O

1

O2

2

H2

P1

ba1

0.5ba

o

o

(3.3.13)









−−









++

+
=


















++
−−









++









++

+

=

ba1

b

0.5b0.5a1

0.5ba

P

P

0.5b0.5a1

ba1

0.5b0.5a1

b

0.5b0.5a1

0.5ba

K

1/2

1/2

1

11/2

P2 o

(3.3.14)



- 192 -

반응상수 Kp1 및 Kp2는 온도에서 얻은 평형상수이다 위의 두 식에서AICC .

KP1과 KP2는 평형상수 표 에서 알 수 있는 값으로 이[Gordon J. Van Wylen, 1978]

를 이용하여 값을 얻는다 계산된 와 를 이용하여 수증기 의 해리a, b . a b 1mole

양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dissociation) .

bOHaO0.50.5b)H(aOb)H-a-(1OH 2222 ++++→ (3.3.15)

이 식을 이용하여 해리 후 계산한 몰수를 계산하고 연소 후의 엔탈피를 이용,

하여 연소 전의 엔탈피와 비교하여 연소 후 최종 온도를 계산함으로써 최종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수증기 해리 후 최종 몰수와 온도값을 이용하여 식 에서 팽창비 연(3.3.16) ( :σ
소전후의 밀도 비 를 계산한다) .

Tn

Tn
σ

uu

bb=
(3.3.16)

한편, σcritical 임계 팽창비 는 실험에 의해 초기온도 및 수소와 산소의 상대적( )

인 몰비에 따라 결정된 값이 이용된다 표. 3.3.6은 온도 및 수소와 산소농도의 상대

적 비에 따른 임계 팽창 비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

[K]

σcritical
XH2<2XH2O XH2>2XO2

300 3.75 3.75

400 2.8 3.75

500 2.25 3.75

650 2.1 3.75

표 3.3.6 임계 팽창비

주어진 연소기체의 화염가속여부는 연소반응에 의한 밀도비와 임계 팽창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σindex가 보다 크면 화염가속이 가능하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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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σ
σ

critial

indix =
(3.3.17)

만약 주어진 가연기체의 농도가 화염가속이 가능하다면 발생가능한지, DDT

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화염가속여부만 판단한다 발생 평가는 아래, . DDT

식을 이용하며 이 보다 크면 가 가능하다, R 1 DDT .

7λ

L
R =

(3.3.18)

여기서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격실의 기하학적 구조를 반영하여 계산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가지로 나뉜다4 .

LL
W

H

L=(D+H)/2

W
H

L=(D+H)/2

(a) (b)

L1 L2L1 L2

(c) (d)

그림 3.3.27 격실 모형에 따른 기하학적 특성길이 결정 방법

그림 3.3.27 는 단일 정육면체인 단일 공간인 경우로(a) L=V
1/3 로 정의하고 그,

림 3.3.27 는 폭 가 길이 와 높이 보다 작은 작은 단일 공간인 경우로(b) (W) (D) (H)

로 정의하고 그림L=(D+H)/2 , 3.3.27 는 두개의 격실이 연결된 경우로(c) L=L1+ Lα 2

여기서 는 로 정의한다 여기서 가 보다 작으면 그림( blockage ratio=BR) . 1 3.3.α 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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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b) . 3.3.27 는 하나의 격실에 여러 개의 격실이 연결된(d)

경우로 첫 번째는       로 계산하는 방법과 가 정의하기 어려BR

운 경우에는 다음 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 ){ }SciSwiSli6x 2
1

orV1SlixL1
2
1

L += (3.3.19)

한편 초음속연소 격자 크기 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Detonation cell size), λ
자하는 격실의 초기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m0.1Dnc0.11cD.

.Bj.Ce.B.d.C1)g.BAjg.BAhBkA(bmaλlg 22f

+−+−−

++−+−+−+−=

(3.3.20)

식 에서 변수 는 건조 수소농도 는 초기 온도 는 수증(3.3.20) A (vol %), B (K), C

기 농도 는 초기압력 는 격자크기 를 나타낸다(vol%), D (MPa), (cm) .λ

a -1.1333E+00 b 4.59807E+01

c -1.57650E-01 d 4.65429E-02

e 3.59620 f 9.97468E-01

g -2.66646E-02 h 8.74995E-04

i -4.407641E-02 j 3.31162E+02

k -4.18215E+02 m 2.38870E+00

n -8.42378E+00

표 3.3.7 초음속연소 격자 크기계산에 필요한 값들

한편 위의 초음속연소 격자 크기 계산에서는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연기체인 일산화탄소와 희석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고

려하지 않았으나 중대사고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일산화탄소는 위의 건.

조수소 농도 대신에 Xc=XH2 와 같이 가연기체의 농도를 보정하였다 여기서+FXCO .

값은 점화 기준값으로 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단순히 수증F 0.541 .

기 농도에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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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상세 절차

그림 3.3.28은 앞의 계산모델에 대한 절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28 평가 절차도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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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의 계산 절차도에 따른 단계별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 초기 기체농도 즉 수소농도 일산화탄소 수증기 농도 이산화탄소 농step 1 : , , ,

도 체적 초기압력 초기 온도를 가정함 이때 초기압력은 대기압력 공기만 존, , , . (

재 을 기준으로 함) .

� 평가하고자 하는 격실 기하학적 특성길이를 계산함Step 2 : .

� 기체상수 등 기본적인 물리량을 계산함Step 3 : .

� 초기 대기조건에서 각 기체에 대한 체적 분율 및 전체 체적 분율을Step 4 :

구함.

� 초기 대기조건에서 각 기체에 대한 분압 및 전압을 구함Step 5 : .

� 초기 대기조건에서 각 기체에 질량 및 전체 질량을 구함Step 6 : .

� 초기 대기조건에서 각 기체에 몰수 및 전체 몰수를 구함Step 7 : .

� 초기 대기조건에서 각 기체에 몰분율 및 전체 몰분율 구함Step 8 : .

� 초기대기에서의 밀도를 구함Step 9 : .

� 완전연소를 가정 후 기체 정보를 계산함Step 10 : .

� 완전연소를 가정 후 초기 온도를 가정한 후 초기 온도 변화에 따른Step 11 :

연소전후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여 연소전후 엔탈피가 동일한 Adiabatic

를 계산함 압력도 계산함Flame Temperature(T2) . AICC .

� 에서 수증기의 량을 구함 이 때Step 12 : T2 Thermal dissociation . Step 10

에서 완전연소 후 계산된 몰수를 이용하여 후 몰수를 계산함dissociation .

후 계산한 몰수를 이용하여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온도를Dissociation Step 11

계산함.

� 에서 온도를 이용하여 최종압력을 계산함Step 14 : Step 12 .

� 연소 후 밀도를 계산함Step 15 : .

� 연소전후 밀도를 이용하여 팽창비를 계산함Step 16 : .

� Step 16 : Sigma index( 를 계산함) .

� 가 가 비교하여 화염가속을 판단함Step 17 : Sigma index Sigma Critical .

� 주어진 가연기체의 농도가 화염가속이 불가능하면 계산을 멈춤 화Step 18 : ,

염가속이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함.

� 초음속연소 격자 크기 를 계산함Step 19 : (Detonation cell size) .

� 평가하고자 하는 격실 기하학적 특성길이와 초음속연소 격자 크기Step 20 :

를 이용하여 발생 가능성을 평가함DDT .



- 197 -

(3) 예제계산

그림 3.3.29와 원자로 공동 모형에 대해 특성길이를 계산하고 수증기 농도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표DDT . 3.3.8은 수소 및 수증농도에 따른 화염가

속 및 발생을 평가한 결과이다 계산결과 수증기가 없는 수소농도가 이상DDT . 12%

인 경우 발생 할 수 있으며 수증기 농도가 이면서 수소농도가 이상DDT , 10% 15%

인 경우 발생할 수 있었다 수증기 농도가 인 경우는 수소농도가 이DDT . 20% 18%

어야 가 발생할 수 있었다DDT .

그림 3.3.29 원자로 공동 모형의 특성 길이

H2O=0.0[%] H2O=10[%] H2O=20[%]

H2

[%]

Sigma Index/

DDT

H2

[%]

Sigma Index/

DDT

H2

[%]

Sigma Index/

DDT

10 1.125 14 1.103 16 1.037

11 1.168 15 1.131/DDT 17 1.059

12 1.208/DDT 18 1.08/DDT

표 3.3.8 수소 및 수증기 농도에 따른 화염가속 및 발생 가능성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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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과의 연계ASSA

그림 3.3.30은 울진 표준원전에서 각 격실별 체적과 각 체적 간 유동면적3, 4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30에서 각 격실별로 특성길이는 체적의 승으로 계산1/3

할 수 있다 또한 두 격실을 함께 를 평가하고자하는 경우. , DDT L=L1+ Lα 2 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각 격실별 특성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 위의 프로그. .

램과 프로그램 제 장 제 절 항 연계를 위해 기존 등 중대사고 종합ASSA [ 3 3 1 ] MAAP

해석 코드의 결과나 실제 원전의 계측기기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각 격실

에서 사고 진행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추후 프로그DDT , ASSA

램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림 3.3.30 울진 표준원전의 격실 체적 및 각 격실 간 유로면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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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내 노심용융물의 냉각 기준의 설정

가. 모델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중대사고 시 원전과 같은 대용량 원전에서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APR1400

중 집중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이를 완화

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과 더불어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을

중대사고 관리 전략으로 채택되어있다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효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와 상부 표면에서의 열전달 특성

이다 실험 결과는 원자로 경우에 대한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BALI-metal

을 평가한 결과 산화용융물 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속이, 0.8MW/m
2인 경우 열적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속용융물 층의 임계 두께가 라고 보고하였다 한수40cm .

원에서 수행한 원전의 평가 결과를 보면 후기 냉각수 주입 시 열적APR1400 IVR ,

여유도의 증가 폭은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비등 특성 핵비등 혹은 막비등 에 따( )

라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상부에서 열 제거 정도에 따라 열 하중 집중 정도가55%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중대사고 시 열 하중 집중 현상에ELIAS

의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금속용융물 층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단순 모델 을 개발하였다 산화용융물 층에서 금속용융물(simple model) .

층으로 전달되는 열속과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 그리고 금속용융물 상

부에서 제거되는 열속 사이의 열평형 방정식을 풀어서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

는 열속을 계산하였다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속에 대해서.

는 실험 결과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ELIAS .

나. 해석 모델 및 결과

본 연구의 금속용융물 층 열 하중 평가를 위한 단순 모델에서 적용한 금속용

융물 층의 기하학적 구조 및 주요 변수의 정의는 그림 3.3.31에 나타나 있다.

중대사고 시 금속용융물 층은 하부의 산화용융물 층에 의해 가열된다 본 단.

순 모델에서는 산화용융물 층에서 금속용융물 층 하부로 전달되는 열속(q"up 을 계)

산하기 위하여 상관식 을 이용하였다 금속용융물ACOPO [T. G. Theofanous, 2001] .

층 하부에서 상부로 전달되는 열전달은 상관식 외Globe & Dropkin [S. Globe ,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금속용융물 층의 수는 약 으로 고정할 수 있1959] . Pr 0.13

으므로 상관식은 다음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Globe-Dropkin (3.3.21) . Globe-

상관식은 두 개의 경계면에 대해 대칭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열전달Dro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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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로(h)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3.3.21) thermo-physical parameter, Al,j를 정

의할 수 있다.

  →  







 



→  







 







(3.3.21)

여기서 수 수, Nu = Nusselt , Ra = Rayleigh ,  열팽창계수= ,  = thermal

diffusivity,  = kinematic viscosity,    용융물 바, j = i, o, m(

닥면 상부 표면 측면을 표시하는 을 각각 나타낸다, , index) .

위에서 정의한 thermo-physical parameter(Al,j 를 이용하여 금속용융물 층에)

서 열평형 식을 세우면 다음 식 와 같다 아래 식 에서(3.3.22) . (3.3.22) q"up은 산화용융

물 층에서 금속용융물 층 하부로 전달되는 열속으로서 산화용융물의 붕괴열(decay

과 용융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알면 상관식으로 구할 수 있다heat) , ACOPO . q"boil은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 비등에 의해 제거되는 열속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얻어진 열전달 계수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계산하였다ELIAS . q"lw은

금속용융물 층에서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용융,

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인자 는(thermal focussing factor, F) q"lw/q"up로 정의

된다.

그림 3.3.31 노심용융물 풀의 기하학적 구조 및 주요 변수의

정의에 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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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식 의 열평형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므로 금속용융물 층(3.3.22) (nonlinear)

의 온도 변수인 Tb, Tli, Tlo 값을 초기에 가정한 후 방식Newton-Rapson iteration

을 사용하여 타당한 Tb, Tli, Tlo 값을 계산하였다 그림. 3.3.32는 단순 모델의 계산

흐름도를 보여준다 산화용융물 층에서 전달되는 열전달과 금속용융물 풀 상부에서.

제거되는 열전달 그리고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전달 관계식을 각각 F1,

로 정의한 후 행렬을 풀어서 개별 열속값을 계산하였다F2, F3 3×3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원전에서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APR1400 (large

파단 직경 에 대하여 금속용융물 층의 열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 9.5inch)

하중 집중 현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입력 값으로 사용한 용융물의 붕괴열은.

코드 해석 결과 박래준 외 를 인용하여SCDAP/RELAP5 [ , 2004] 2.5MW/m
3 값을 사

용하였다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을 평가하는데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는 산화용융물의 질량은 코드 해석SCDAP/RELAP5

결과를 이용하였고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 산화용융물 층 상부로 재배치된 금속용융, (

물 층의 질량 는 해석 변수로 설정하여 변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

하였다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와 더불어 용융물 풀 상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

전달 계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림 3.3.33은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와 상부에서 냉각수로 전달되는 열전달

계수의 변화에 따른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

림 3.3.33을 보면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원자로용기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속 값이 매우 커짐을 알 수 있다 용융물 풀 상부에서의 냉각 효과와 관련해서는.

실험에서 얻어진 최소 열전달 계수인ELIAS 700kW/m
2 을 사용한 경우 금속용융K

물 풀의 두께와 상관없이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제거할 수 있는 최대 열속 값인

1.5MW/m
2 과 임계 열유속 실험결과 잔존하는 원자로용기 두께(SULTAN ULPU ,

인 경우의 최대 열속 값 외 이하의 열속 값을 나타내었= 3cm )[J. M. Bonnet , 2001]

다 반면 막비등 열전달을 고려한 열전달 계수. , (film boiling) 500kW/m
2 이하의 열K

전달 조건에서는 금속용융물의 두께에 따라 원자로용기가 견딜 수 있는 영역과 열

적여유도가 없는 영역이 구분되었다 결국 열 제거 관점에서 금속용융물 풀 상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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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냉각수에 의해 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량적인 열 제거 능력이 열 하중 집중,

현상의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LIAS

실험 결과를 토대로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 냉각수가 주입되는 경우 700～
1200kW/m

2 의 열전달 계수에 의해 열 제거가 이루어지므로 효과적인 냉각이 가능K

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3.32 단순 모델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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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와 상부에서 열전달 특성에 따른

측면 열속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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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관리 활용 방안

단순 모델을 이용한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평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금,

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의 영향은 금속용융물 층의 두께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지만 용융물 풀 내부 후기 냉각수 주입을 수행하면 열 하중 집중 현상에 의,

한 원자로용기의 파손을 적절하게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차적으로 원전에서 대형파단 냉각재 상실사고APR1400 (large break loss of coolant

파단 직경 에 대하여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현상에 대accident: = 9.5 inch)

한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추후 다양한 사고 조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평가 모델은 기존 전산유체 해석 코드 및 계통 코드에 비해 매우 단순하지만 다

양한 사고 조건에 대하여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중 효과의 영향을 즉시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고관리 관점에서 금속용융물 층의 열 하중 집.

중 현상에 대한 심층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개별 인자의 영향에 대한 민감도 해석

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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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평가를 위한 계산 보조도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용(T-HERMES) APR1400

기 외벽냉각 시 자연순환 유량을 예측하고 원자로용기 파손을 평가할 수 있는 원,

자로용기 외벽냉각 평가용 계산 보조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heofanous

외 등이 제안한 가압경수로의[T.G. Theofanous , 1997] IVR(In-Vessel Retention)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중대사고 시 원자로용기 벽면에 전달되, APR1400

는 열속을 계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량을 연구결과로부터, T-HERMES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 외 에서 제시한 외. KAIST [Y. H. Jeong , 2003]

벽에서의 임계 열속 증가비를 계산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용기의 건전성 유

무를 판단할 수 있는 계산보조 도구를 개발하였다.

가. 계산 방법론

(1) 용융물의 성층화

중대사고가 계속 진행되면 핵연료봉과 그 지지 구조물 등이 용융되어 원자로

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다 이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심 용융물은 밀도 차에(vessel) .

의하여 분리되어 하반구에서 금속용융물 층과 산화용융물 층으로 성층화된

다 핵연료로 사용된 우라늄은 하반구에 재배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stratified) .

분열을 일으켜 붕괴열을 발생시키며 이 붕괴열은 원자로용기의 벽면과 상부에 남,

아있는 구조물로 전달된다.

원자로 내부의 노심과 구조물들은 산화 우라늄APR1400 (UO2 지르칼로이),

철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 중(zircaloy, Zr), (Fe) . UO2와 ZrO2이 산화용융물 층을,

와 이 금속용융물 층을 각각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Fe Zr . 3.3.

34와 같이 산화용융물, (UO2, ZrO2 은 와 의 금속용융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 Fe Zr

에 용융물 풀의 하부에 위치하게 된다.

용융물의 물성치 즉 밀도 열전도도 고화 온도 등은 각 성분의, , , (solidification)

질량 혹은 몰 비에 의해 결정된다 산화우라늄과 산화지르코늄 등으로 구성된(mole) .

산화용융물은 금속용융물과 비교하여 용융온도 혹은 고화온도가 매우 높으며 산화,

용융물에서 방출되는 붕괴열로 인하여 높은 수 의 난류 자연대Ra (Rayleigh number)

류를 만들고 이것은 산화용융물 층의 경계로 열전달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열전달.

메커니즘에 의하여 산화용융물 층 주위로 피막 이 형성된다 산화용융물과 그(crust) .

피막층 사이의 경계는 산화용융물 층의 관점에서 열적 유체역학적 경계가 된다 그, .

리고 이 경계에 의하여 성층화된 산화물층과 금속층의 열전달 구조는 서로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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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석할 수 있다 산화용융물 층은 산화물의 피막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의 열적 경계조건은 등온 의 산화물의 용융온도가 된다 산화용(isothermal) .

융물 층의 붕괴열은 하부의 피막층을 통하여 원자로용기 벽면으로 그리고 상부의

피막층을 통하여 상부의 금속용융물 층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산화용융물 층에서의.

난류자연대류는 지배적인 열전달 매커니즘이 된다 산화용융물 층에서 상부로 전달.

되는 열속은 산화용융물 층과 피막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금속용융물 층으로 전

달되며 금속용융물 층으로 전달된 이 열속은 금속용융물 층의 상부 표면 복사 과, ( )

측벽 전도 을 통하여 제거된다( ) .

그림 3.3.34 중대사고 시 용융물 성층화

(2) 산화용융물 층에 가해지는 열속

산화용융물 층은 피막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것은 등온 경계조건을 갖는,

열생성을 포함하는 풀의 자연대류현상으로 표현된다 자연대류는 그 유동 특성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무차원수인 수에 지배를 받는다 열원이Ra .

있는 풀에서의 수는 식 과 같이 정의된다Ra (3.3.23) .

 


   ″′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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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 , , , k, Cp, Hβ ρ μ o, ″′는 각각 중력가속도 열팽창계수 밀도 점성, , ,

계수 열전도계수 비열 산화용융물 층의 높이 단위 부피당 열발생량을 각각 나타, , , ,

낸다 반구형 풀의 자연대류에 대한 열전달계수는 많은 실험 상관식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부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은 의 상. Steinberner-Reinek

관식 외 을 하부 열전달계수는 등의 상관식[U. Steinberner , 1978] , Mayinger [F.

외 을 사용하였다Mayinger , 1975] .

   
 , 10

7
< Ra < 3×10

13
(3.3.24)

   
 , 7×10

6
< Ra < 5×10

14
(3.3.25)

여기서 는 용융물 층의 높이를 기준 길이로 한 수를 나타내며Nu Nusselt ,

는 평균값을 의미하며 첨자 은 상부를 은 하부를 각각 나타낸다 위over-bar , up dn .

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상부와 하부 경계면으로 전달되는 열속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화용융물의 체적평균온도( 를 알아야한다 이 평균온도는 다음과 같은 에너) .

지보존방정식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               (3.3.26)

여기서 V, h, A, 는 산화용융물 층이 차지하는 총 부피 상부와 하부의,

열전달계수 열전달면적 산화용융물의 고화온도를 각각 나타낸다 식, , . (3.3.24),

을 이용하면 하부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와 평균 열속을 구할 수(3.3.25), (3.3.26)

있다 하부 벽면에서의 각도에 따른 열속. [  은 실험결과] Mini-ACOPO [T. G.

외 를 이용한 식 로 구한다Theofanous , 1995] (3.3.27) .

      
   

, ≤ ≤

       
, ≤ ≤ (3.3.27)

여기서 은 산화용융물 층의 하부 평균 열속을, 는 하반구의 바닥 중심과

산화용융물 층 상부와의 각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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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용융물 층에 가해지는 열속

금속용융물 층은 산화용융물 층과의 경계면으로 부터 전달되는 열에 의하여

가열되고 상부와 측벽 원자로용기의 벽면 을 통하여 냉각된다 금속용융물 층의 하, ( ) .

부면으로 전달되는 열속의 크기는 금속용융물 층 하부에 형성된 산화용융물 층의

상부 열속과 같다 금속 용융물 층은 두께가 반경에 비해 얇고 측벽쪽의 온도가. ,

의 용융온도로 일정하며 모든 경계면에서의 물성치는 같고 산화용융물 층과1600K , ,

의 경계면에서의 는 매우 얇다고 가정한다 외 이와crust [T. G. Theofanous , 1997].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산화용융물 층으로부터 금속 용융물 층 하부로 전달되는 열

량과 금속용융물 층 상부에서의 복사와 측벽으로의 전도를 고려하여 열정산식을 세

우면 다음과 같다 외[T. G. Theofanous , 1997].

    
   

 



      

  











    
    



(3.3.28)

여기서, , , , , , , 는 각각 산화용융물 층으로

부터 올라오는 열속 금속용융물 층의 방사율 금, (0.4), Stefan-Boltzmann constant,

속용융물 층의 높이 금속용융물 층 상부의 반경 금속용융물 층 상부 표면의 온도, , ,

금속용융물 층 측벽의 온도 용융온도 를 나타낸다( ) .

주어진 에 대해 식 을 풀어서 구한(3.3.28) 을 이용하여 금속용융물,

층 내부의 평균온도( 와 측벽으로의 열전달량) ( 은 각각 식 과 식) (3.3.29)

으로 나타낼 수 있다(3.3.30) .

    
  




 (3.3.29)

         
  

  (3.3.30)

(4) 외벽 냉각을 통한 제거 열속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제거할 수 있는 열속을 계산하였다 단계APR14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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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얻어진 실험 하광순 외 및(2002. 4. 2005. 2.) HERMES-HALF [ , 2005]～
본 단계 연구를 통해 얻어진 상사성 결과를 바탕으로2 (2005. 3. 2007. 2.) APR1400～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발생하는 자연순환 유량을 예측하였다 즉. , HERMES-

실험결과를 원통부에서 원자로용기 원통부와 단열체 사이의 면적으로 정규HALF

화하여 단열체에 적용하였다 식 은 단열체에APR1400 . (3.3.31) APR1400 0.835m
2 면

적의 배출구가 있을 경우 유입구 면적에 따른 자연순환 유량을 계산하는 식이다, .

식 은 원자로용기 외벽에 있는 냉각수가 포화온도이고 단열체 형상이(3.3.31) ,

실험조건인 그림HERMES-HALF 3.1.14와 같은 경우일 때 적용된다.

″    ⋅ ⋅ (3.3.31)

″ 순환 유속: [kg/m
2
sec],•  물의 기화열: [J/kg]

 원자로용기 외벽에 가해지는 총 열량: [W]

 수증기 밀도: [kg/m
3
],  유입구 면적: [m

2
]

a = 117 kg/sec, b = 27.9 kg/m
3
, c = 0.0463m

2
, d = 0.650m

2

과 의 원통부 간극에서의 면적비r : APR1400 HERMES-HALF

(r = 3.62/0.650 = 5.57)

식 로부터 예측된 자연순환 유량과 의 임계 열속 실험 결과(3.3.31) KAIST [Y.

외 를 바탕으로 임계열속 증가비를 식 과 같이 계산하였다H. Jeong , 2003] (3.3.32) .

식 에서 은 자연순환 유속에 따른 실험결과를 자연순환 유동이 없을 때(3.3.32) CHFr

의 값으로 정규화한 것이다.

    ″  (3.3.32)

원자로용기 외벽이 물로 채워져 있을 경우 각도별 임계 열속( 은)

등 외 의 수중 반구형 외벽에서의 임계 열속Theofanous [T. G. Theofanous , 1994]

실험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 실험은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Theofanous

유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환유동에 따른 임계열속의 증가를 고려하기 위해

식 에서 구한 임계열속 증가비 을 곱하여 식 과 같은 형태로 변(3.3.31) (CHFr) (3.3.33)

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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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W/m
2
,   

      ⋅ , kW/m
2
, ≧ (3.3.33)

최종적으로 금속용융물 층과 산화용융물 층 각각에서 원자로용기 외벽으로

전달되는 열속값과 식 에서 계산된 각도별 임계 열속값 외벽에서 제거할 수(3.3.33) (

있는 최대 열속값 을 비교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용기의 건전성 유무를 판단)

하였다.

나. 계산 결과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시 용기의 파손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

으로 작성하여 사고관리 계산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사.

용자가 노심 용융물의 조성 및 조건 [UO2, ZrO2, B4 의 질량 붕괴열C, Zr, Fe , (decay

금속용융물의 상부의 방사율 과 단열재의 자연순환 유동 유입구 및 배출구heat), ]

면적 등을 입력하면 노심용융물의 성층화 상태 산화용융물 및 금속용융물의 높이, ( ,

수 온도 및 물성치 원자로용기로 전달되는 열속 자연순환 유량 각도별 임계Ra , ), , ,

열속 등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형식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서 안전감압APR1400 (safety depressurization)

을 한 급수완전상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벽냉각 시 원자로용기의(TLOFW)

건전성 유무를 판단하여 보았다 본 사고에 대한 노심용융물의 조성 및 조건에 대.

한 입력 값은 단계 에서 수행한 해석 결과 김1 (2002. 4. 2005. 2.) SCDAP/RELAP5 [～
상백 외 를 이용하였으며 표 와 같다, 2004] , 3.3.9 .

안전감압 을 한 급수완전상실 사고에 대한(safety depressurization) (TLOFW)

용융물 층의 형상과 각 층의 열부하 계산결과는 표 3.3.10 그림, 3.3.35과 같다 그림.

3.3.35과 같이 벽면에 가해지는 열속 은 반구의 하부로부터 약 도(wall heat flux) 70

부근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순환 유입구 및 배출구를 적절한 면적 이 경우에는 유입구 면적( 1.0m
2 배출구,

면적 0.835m
2 으로 설치한 경우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자연순환 유량이 증가하고) , ,

따라서 임계 열속값이 커져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가해지는 열을 제거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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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time(sec) 10305

Decay heat (W) 3.630E+07

UO2 mass (kg) 9.470E+04

ZrO2 mass (kg) 9.800E+03

Fe mass (kg) 5.000E+04

Zr mass (kg) 1.360E+04

B4C mass (kg) 2.100E+03

표 3.3.9 안전감압을 한 급수완전상실사고에 대한 용융물 구성

Layer Oxide Metallic

Total mass (kg) 104500 65700

Melting temperature (K) 2916 1600

Total volume (m
3
) 12.35654 9.33185

Side wall area (m
2
) 21.487 8.54

Density (kg/m
3
) 8457 7040

Viscosity (Pa .s)• 5.58E-03 5.03E-03

Conductivity (W/mK) 5.105 25.793

Specific heat (J/kg K)• 515.9 803

Thermal expansion (1/K) 1.05E-04 9.39E-05

Height (m) 1.44296 0.57349

Angular position (degree) 66.97 81.42

Ra number 4.81E+15 N/A

Emissivity N/A 0.4

Temperature at top (K) 2916 1882

Maximum temperature (K) 3176 1916

Average heat flux (kW/m
2
) 693 2232

Maximum heat flux (kW/m
2
) 1220 2231.9

Heat removal ratio at each layer (%) 41.043 52.507

표 3.3.10 안전감압을 한 급수완전상실사고에 대해 계산된 용융물 층의

형상과 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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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안전감압을 한 급수완전상실사고 시 반구로 전달되는 열속과 반구

외벽에서의 임계 열속 단열재 자연순환 유동 배출구면적( 0.835m
2
)

다. 계산 보조도구의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계산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시 자

연순환 유량을 예측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을 평가할 수 있다 본 평가 모델은 기존, .

전산유체 해석 코드 및 계통 코드에 비해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사고 조건에 대

하여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의 효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고관리 관점에서 외벽 냉각 효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조도구의 계산 결과는 사고 시나리오 해석결과 용융물의 성층화,

형상 용융물 층의 자연대류 상관식 단열체 형상 및 배출구의 면적에 따른 자연순, ,

환 유량 상관식 임계 열속 상관식의 적용 조건에 따라 그 정확도가 달라진다 따라, .

서 본 계산도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대사고 현상의 정확한 예측 및 각 상관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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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연구개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국내원전 사고관리 전략의 최적화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단계 목

표를 설정하였다.

� 사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불확실 현상의 연구

� 노내 사고관리를 위한 종합기술배경서 작성

� 사고관리 전략 수행을 위한 계산 보조 도구의 개발

국내 모든 가동 중 가압경수로 원전의 사고 관리 계획 이 실현되는 년까“ ” 2008
지 효과적인 사고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관리 제도 및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므로 주요 사고관리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중요 쟁점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전의 평가를 위한 중.
요 불확실 현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별 원전 별로 현장 적용을 위한 사고관리 전

략의 기술배경서 및 보조 도구의 개발 에 역점을 두었다“ ” “ ” .
사고관리 전략의 의사 결정을 위한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에 대한 연구는 원‘

자로 용기의 파손 방지와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현상에 대한 실’ ‘ ’
험과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로 용기의 파손 방지는 원자력 연구 개발 중. ‘ ’
장기 단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검증 실험 연구 실험 를 발전시켜 원2 (HERMES )
자로용기 외벽냉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열재의 설계 및 차원 단순화 실험을1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원자로용기 하부 용융물 층의 열 집,
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원자로 내 후기 냉각수 주입 개별 효과 실험 연구(ELIAS
실험 를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위한 원자로 외) . HERMES
벽 단열재의 주요 설계인자 입출구의 면적 위치 단열재 형상 에 대한 자연 순환( , , )
냉각수 순환율을 정의함으로써 과 같은 실제 원전의 단열재 설계에 활용될APR1400
수 있도록 설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가동 원전의 원자로 외벽냉각을 위한 설계 개

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상사용융물 을 이용한 원자로용기 후기 냉각수 주입. (Zinc)
실험 에서는 금속용융물 층 상부를 통한 비등에 의해 효율적인 열 제거가(ELIAS)
이루어져 원자로 측면의 열집중 현상이 완화됨을 알 수 있었다.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는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단계 연구의 격납건물‘ ’ 2
수소제어 연구를 발전시켜 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냉각 살수계통 작동 전략의 실“ ( )”
행에 의한 수소제어 영향을 분석하였다 격납건물의 살수 계통의 작동은 격납건물.
내 대규모 수소연소를 유발할 수 있는 역효과 때문에 격납건물 파손과 같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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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드를 이용한 살수계통 작동 시 격납건물 수. GASFLOW ‘
소제어 해석에서 살수계통에 의한 증기 응축으로 격납건물 내 국부적인 수소농도’
상승을 유발시키지만 격납건물 상부 대기의 자연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화염가속과

수소천이 폭발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의 경우 일차계통의. APR1400
압력 방출에 의해 내부에 수소가 축적되는 사고에서 수소 연소 시 화염가IRWST
속 가능성은 크게 나타났다 건설 원전 신고리 호기 의 상세 설계 및. APR1400 ( 3,4 )
인허가 측면에서 실제 사고 조건에 따른 상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관리 기술배경서의 작성은 중요 노내 사고관리 전략인 원자로 감압 원‘ ’, ‘
자로 냉각수 주입 원자로 외벽 냉각을 중심으로 의 해석 결과’, ‘ ’ SCDAP/RELAP5
및 등 중대사고 실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진행 및 운전원 조치에 따LAVA
른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사고관리 지침서에 따른 가용한 계통 및 사고관리 전략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하였다 표준 원전에 대해 노심손상 확률이.
높은 고압 사고 경위들을 중심으로 원자로 용기 감압과 원자로 용기 냉각수 주입

영향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 한 결과 중대사고시 가용한 계통의 선정

및 이들 계통의 운전원 작동 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들 결과는 가동.
중인 개별 원전의 사고관리 세부 절차의 결정 및 운전원의 중대사고 현상의 이해와

기술적 판단을 위한 교육 및 지침서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기술배경서에는 특정.
사고 경위에 따른 사고의 진행 보다는 전체적인 사고 증상 중심으(symptom based)
로 운전원이 사고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본 연구 결과가 직접 반영되기

보다는 운전원이 취해야 되는 행동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노내 사고.
관리 기술 배경서는 주요 사고 경위 해석 결과를 토대로 노내 사고관리 전략의 긍

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자로. ‘
외벽 냉각 기술배경서도 기존의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 전략을 포함하여 조기에’ ‘ ’
원자로 공동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을 유도하는 경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사고관리 전략을 위한 계산보조도구는 운전원이 사고 상황에서 사고관리 이

행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사고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표준.
원전 사고관리 지침서에는 테이블 등을 이용한 단순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복잡한 현상에 대한 고려 및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 및

해석적 방법을 토대로 한 정교한 계산보조 도구의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사고관리의 문서 및 계산이 전산처리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보조도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노내 냉각 기준 및 원자로 외. ‘ ’ ‘
벽 냉각 기준 계산 보조도구로 그 동안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냉각수의 주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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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고 진행 정도에 따라 냉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수소 연소 가연성 계산보조도구는 격납건물 내 수소 농도에 따른 연소 가능성, ‘ ’
및 압력 하중 뿐 아니라 국소적으로 화염가속과 수소천이 폭발 가능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독립적인 모듈로 작성되었지만 김. ASSA, HyperKAMG[
동하 와 같은 사고관리를 위한 도구와 연계가 가능하다 코드는 사고, 2005] . ASSA
관리를 위한 계측기기 신호의 검증 및 비정상 신호의 정보처리로 개발되어 중대사

고 조건하에서도 현장의 계측기기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 사고 시 발전소 현장의 계측 신호는 사고관리 보조 해석의 입력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고관리 계산 보조도구의 모체 역할을 할 수 있(platform)
다 는 현재 와 를 이용하여 신호를 중심으로 비. ASSA PSpice Labview 4 20mA～
정상 신호 분석 및 복원 체계를 갖추어 신호 검증 실험까지 완료하였으며 수소연, ‘
소 가연성 계산보조 도구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다음 표 4.1.1은 세부 연구 목표에 따른 주요 연구 개발 실적 및 연구 목표

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항목 별로 주요 상세 연구 결과는 국내외.
학술 대회 및 학술지에 게재되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술적 논의를 통한 연구 결과

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으며 부록에 본 과제에서 생산한 국내외 논문 발표,
및 게재 논문과 특허 등 주요 연구 실적 목록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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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1) 가중치

(%)2)
연구목표

달성도
3)

(%)
비고

4)

사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불확실

현상의 연구

원자로 후기 냉각수 주입 개별효과 실험-
실험장치 구축ELIAS․

종횡비 냉각수조건 등 구축, data base․
원자로 외벽 냉각 단열재 설계 개선-
실험

입출구 영향 평가HERMES-HALF․
차원 해석 통한 순환유량 결정1 loop․
격납건물 살수계통 작동에 따른 수소-
제어 상세 해석 분석(GASFLOW )

사고경위 분석SBLOCA, LBLOCA․
실험 검증 해석TOSQAN․

격납건물 수소제어를 위한 수소천이-
연소 폭발 평가( )

수소천이 해석APR1400 IRWST․
의 실험 검증 해석SNL FLAME․

실험 결과- OECD/NEA MASCA

50 100
실험 및 해석

결과 자료

관련 논문 발표

노내

사고관리를

위한

종합기술배

경서 작성

원자로 감압 기술배경서 작성- “ ”
감압시점 및 용량의 적절성 중심 평가․
원자로 냉각수 주입 기술배경서 작성- “ ”
냉각수 주입 시점 및 용량 결정․
원자로 외벽 냉각 기술배경서 작성- “ ”
캐비티 충수 시점 및 냉각 가능성․

20 100
사고관리 항목

별 기술배경서

작성

사고관리

전략 수행을

위한 계산

보조 도구의

개발

수소가연성 보조도구 개발- “ ”
수소 연소 가능성 평가․

수소폭발천이 가능성 평가DDT( )․
노내 냉각 기준 보조 도구 개발- “ ”
노내 냉각수 주입시 냉각도 평가․
원자로 외벽 냉각 작동- “ ”
노심손상에 따른 외벽냉각 가능성평가․
계측 신호 처리 및 개선 모델 개발-

코드 개발(ASSA )
중대사고시 계측기기 생존성 모의․

오작동 신호 복원 처리4-20mA․

30 100
항목 별

계산보조 도구

프로그램 개발

총계5) 100

표 4.1.1 단계 세부 연구 목표 및 연구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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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중대사고는 사고 이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TMI-2 , ,
구 결과로 현상의 규명 해석 코드의 개발 가동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 중대사고의, , , ,
법제화 과정을 거쳐 국내외적으로 실용화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
중대사고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함으로써 새로운 원전의 안전 쟁점

의 해결 및 사고관리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현실적인 적

용 방안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 진행 현상들이 발전소 별 설계.
특성에 크게 의존하므로 특정 원전 및 설계에 대한 독자적인 실험 및 평가가 수반

되어야 한다 년까지 국내 모든 가동중 경수로 원전의 사고 관리 계획 이 실. 2008 “ ”
현되는 시점에서 이를 위해서는 중요 쟁점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효

과적인 사고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발전소 운전원이 효율적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이.
행을 위한 중요 현상에 대한 상세 연구와 함께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배경서 및“ ”
보조 도구의 개발 을 수행하여 개별 원전 별로 추후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 ”
다.

사고 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존의 불확실 현상에 대한 실험 연구는 실제

사고관리 전략을 적용하는데 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신뢰성 및 효과를 상승시

킨다 원자로 하부에 용융 풀을 형성한 노심 손상 후기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방안.
은 가동 원전 뿐 아니라 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고 전략으로 노심용융물 풀APR1400
과 상부 냉각수 사이의 열전달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존의 막비등 상관.
식 을 이용한 열 제거 보다 배의 열 제거가 가능하므로 냉각수 주(Berenson) 5 10～
입에 따른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원자로 외벽의 열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
다 위 결과를 가동 중 원전 및 의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 평가에 적극적으. APR1400
로 활용함으로써 외벽 냉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외벽 냉각의 단열재 설계의.
영향 실험도 가동 원전의 단열재 설계 개선 및 의 외벽 냉각 상세 설계에APR1400
반영될 수 있다 기존 가동 중 원전의 경우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원자로 용기 단열재의 설계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의 건설APR1400
원전인 신고리 와 신울진 원전은 원자로 상세 설계 단계에서 반영이 가능3&4 1&2
하다 한수원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두산중공. (KOPEC),
업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중대사고 대처 원자로 단열재 설계최적화 기, “APR1400
술개발 과제를 년 초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2006 .

격납건물 수소제어는 격납건물 내 유동의 상세해석이 가능한 코GAS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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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도입하여 다양한 사고 경위에 대한 수소 분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고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격납건물 살수 계통의 작동 시 수소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였다 설계 기준 사고 및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대기의 냉각을 통한 압력 감소를.
위해 살수 계통을 작동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격납건물 내 많은 양의 수소가 포

집되어 있는 경우 수소연소를 유발시켜 격납건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작동 시 수소 몰 퍼센트는 증가하지만 수소 혼합에

의해 수소연소 연소 가능성을 희석시키므로 살수계통의 작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해석결과를 보여 중대사고시 보다 적극적으로 살수계통을 작동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대사고 경위 및 진행에 따라 격납건물 내 수소 분포가 다.
양한 결과로 나타나며 살수계통의 작동 시점에 따라 그 영향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보다 많은 사고 경우들에 대한 해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관리를 위한 상세 지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격납건물 수소제어는 사고관리 전략 뿐 아니라 신규 원전 설.
계의 인허가 쟁점으로 수소점화기 등 수소제어 계통의 설계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과 신월성 원전의 운전 허가를. 1&2 1&2
위하여 원자력 안전기술원 은 격납건물 수소제어 쟁점에 대한 해(KINS) MELCOR
석과 함께 본 연구의 상세 해석을 고려하고 있다 의 건설 원GASFLOW . APR1400
전인 신고리 의 경우 원전과 달리3&4 OPR1000 IRWST(In-containment Refueling

내에 수소의 집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수소연소 시 화염Water Storage Tank)
가속 에 의한 수소폭발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Flame Acceleration) . GASFLOW
를 이용한 의 수소연소 민감도 해석 결과에서 화염가속 가능성을APR1400 IRWST
나타냄에 따라 신고리 인허가 및 상세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해석 평가가 이3&4
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는 본 연구의 해석을 활용한 신고리. KINS GASFLOW
의 수소제어 상세 해석을 계획하고 있다3&4 .
본 중대사고 불확실성 현상 연구로 수행된 원자로 내 후기 냉각수 주입“ ”,

원자로 공동 냉각수 주입을 통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과 격납건물 수소제어 연“ ” “ ”
구결과는 국내 원전 사고관리 전략의 세부 수행을 위한 지침으로 제공될 수 있으

며 국내 원전의 사고관리 기술배경서 작성 및 계산보조도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
다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는 노내 사고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원자로 감압 원자. “ ”, “
로 냉각수 주입 원자로 외벽냉각 에 대해 그 동안의 연구 결과 및 표준원전”, “ ”

의 사고 경위 해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심 손(OPR1000) SCDAP/RELAP5 .
상 사고의 경우 원자로 노심의 냉각을 유지하여 원자로 용기의 파손을 막는 노내

사고 관리를 위하여 고압사고 경위의 경우 반드시 원자로 감압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자로 용기 내부 및 원자로 공동에 냉각수 주입을 통한 원자로 용기 냉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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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고관리 지침서에는 각 사고관리 전략의 진입점. (entry
만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고 진행에 따른 운전원 조치의 가용 시간 및 관point)

련 계통의 작동 시점은 사고관리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중대사고 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운전원의 조치에 대한 사고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사고관리의 긍정

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
작성을 위해서는 각 개별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해석을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발전소 현장 적용을 위한 실,
무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표준원전의 사고관리 전략에서 간단한 계산.
보조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복잡한 사고 진행에 대해 정확

한 사고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수소가연성 노내 냉각 기준 원자로 용기 외벽. “ ”, “ ”, “
냉각 을 위한 계산 보조 도구는 본 연구의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를 토대로 간단한 프로그램 모듈 로 개발되어 필요에 따라 손쉽(module)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사고관리 기술 배경서 및 계산 보조 도구는 현재 울진 영광3&4,
울진 등 표준 원전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고관리 계획에 활용될5&6, 5&6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 발전소 현장의 운전원과 실무적인 협력을 통해 추,
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내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배경서

개발된 노내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배경서는 국내 원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수원의 사고관리 계획 담당자 및 원전 운전원과 협의를 거쳐 원전의 사고관리 지

침서의 작성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 계획.
의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배경을 제

공한다 또한 운전원의 중대사고 현상의 이해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한 교육 및 지침.
서로 활용되도록 한다.

사고관리 계산 보조 도구(Computational Aid)
사고관리 전략의 계산보조도구 는 기존의 계산 방법을 개simple parametric

선하여 운전원이 사고 상황에서 사고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사고관리 정

보를 제공한다 노내 냉각 기준 및 외벽 냉각은 단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냉. 1, 2
각수의 주입 시점 및 노심의 손상 정도에 따른 냉각 가능성을 실시간의 정보를 주

며 수소제어도 격납건물 연소 가능성 및 연소 시 압력 값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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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신호 처리 및 개선 모델 (ASSA)
사고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중대사고 조건에서도 원자로 및 격납건

물 계측기기로부터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는 중대사고 조건하에서. ASSA
계측기기의 생존성을 평가하고 비정상 신호를 분석하여 신호를 복원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사고관리의 보조도구로 발전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
재 신호 계측기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며 추후 다른 계측 신호에 대한4 20mA～
보완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연구는 그 동안의 중대사고 연구 결과를 결집하여

실제 원전에 적용 활용하는 중대사고 관리“ (Severe Accident Management: SAM)”
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안전, RIR(Risk Informed Regulation)
성 평가 및 향상을 위한 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국내 원Level II PSA .
전도 이 본격화되는 추세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RIR
쟁점 해결 및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고 위해도를 중심으로 한 충분한 데이

타 베이스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사고 불확실 현상의 연구는 사고관리 능.
력 향상 뿐 아니라 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의RIR .
경우는 신규 건설 원전 뿐 아니라 의 건설 원전인 신고리 설OPR100 APR1400 3&4
계 및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운전 인허가를 위한 중대사고 쟁점의 해결 및 사고

관리 계획의 수립이 숙제로 남아 있는 실정으로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업자

및 규제 기관 입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 및 방법론이 보다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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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중대사고 관리 전략 수립 및 검증 실험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은 관련된 국

제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논문 발표와 토의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과제 기간 동안 개최되었던 주요 국제 학술대회로는 NURETH11 (11t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s), ICONE1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ICCAP06 (2006

등을 들 수 있다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
각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중대사고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에 해외 연구 동향과 관련 논문 목록을 정리하였다, .
학술대회는 미국 원자력 학회의 열수력 분과의 주관 하에 프랑NURETH11

스 아비뇽에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개최되었다 총 편의 논문이 발표2005 10 2 6 . 392
되었으며 중대사고 연구와 관련해서는 노심용융물 풀의 거동 및 냉각 노심용융물, ,
과 콘크리트의 반응 그리고 증기 폭발 등에 관한 세션이 구성되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개의 층으로 구성된 노심용융물 풀 내부에서의 자연 대류 현상과 냉. 3
각수 주입에 따른 노심용융물 풀의 냉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대사고 관련 주요 논문의 목록을. NURETH11
표 에 정리하였다6.1.1 .

표 6.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대사고 관련 주요 논문1.1 NURETH11
순번 논문 제목 주저자 기관

1 Investigation on the dryout behavior of a radially
stratified porous bed Sehgal RIT

2 Study on water ingression phenomena in melt pool Sehgal RIT
3

The impact of thermal non-equilibrium and large
scale 2D/3D effects on debris bed reflooding and
coolability

Fichot France

4
The results of the CCI-2 reactor material
experiment investigating 2-D core-concrete
interaction and debris coolability

Farmer ANL

5 The COMET-L1 experiment on long-term concrete
erosion and surface flooding Alsmeyer FzK

6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natural convection in
a three layer stratified pool with internal heat
generation

Sehgal RIT
7 Internal corium catcher of a nuclear reactor Vlasov JI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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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는 미국 기계 학회의 주관 하에 미국 에서ICONE14 Miami, Florida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개최되었다 회의는2006 7 17 20 . ICONE14 2006 ASME Joint

과 함께 진행되어US-European Fluids Engineering Summer Meeting (FEDSM06)
등록 인원만 여명을 넘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나 증기 폭발에 관한800 . IVR
실험 등 전통적인 중대사고 실험에 관한 논문 발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수,
소 안전 및 격납 건물 건전성에 관한 논문과 중대사고 코드 개발 및 활용 분야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어 이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ICONE14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대사고 관련 주요 논문의 목록을 표 에 정리하였다6.1.2 .

표 6.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대사고 관련 주요 논문1.2 ICONE14
순번 논문 제목 주저자 기관

1
An evaluation of the hydrogen flammability and the
hydrogen concentration in the reactor building for
Wolsong 2

Kim KAERI

2 The core melt stabilization concept of the EPR and
its experimental validation Fischer AREVA

3
Results of the QUENCH-L2, DISCO-L2, and
COMET-L2 experiments performed at the
LACOMERA project at FzK

Miassoedov FzK

4 Analysis of high pressure molten debris dispersion
for a typical PWR plant Kawabata JNES

5 Assessment of ICARE/CATHARE V1 severe
accident code Chatelard IRSN

6
Sustained heating experiment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boiling heat removal at the upper surface of
metallic layer

Kang KAERI

7
The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codes at IRSN
and their application to support the safety
assessment of EPR

Caroli IRSN

학술대회는 미국 원자력 학회의 주관 하에 미국 에서ICAPP06 Reno, Nevada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중대사고 현상2006 6 4 8 . ICAPP06 :

실험 및 모델링에 관한 세션이 개로 구성되어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격납3 11 ,
건물 거동과 수소 제어 중대사고 코드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중대사고 관리 전략에,
관한 세션이 별도로 구성되어 중대사고 연구 분야의 최근 국제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대사고 관련 주요 논문의 목록을 표. ICAPP06
에 정리하였다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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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대사고 관련 주요 논문1.3 ICAPP06
순번 논문 제목 주저자 기관

1
Phenomenological modeling of the melt eruption
cooling mechanism during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MCCI)

Farmer ANL

2 Validaton of the COMET bottom-flooding core
catcher with prototypic corium Journeau CEA

3 Experimental study of interaction between
suboxidized corium and reactor vessel steel Betchta NITI

4
In-containment thermal hydraulic and aerosol
behavior during severe accident: Analysis of the
PHEBUS-FPT2 experiment

Herranz CIEMAT

5
Effect of forced mixing & condensation on hydrogen
distribution during postulated accident in the MAPS
containment

Kurmar NPCI

6 SARNET: Integrating severe accident research in
Europe - safety issues in source term area Haste PSI

7 Detailed analysis of in-vessel melt progression in
the loss of coolant accident of OPR1000 Park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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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TR-3384/2007.
-구길모 외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와 성능 개성을 위한 보조도구, 2007, , KAERI/
TR-3386/2007.
-박래준 외 한국 표준형 원전의 노내 중대사고 관리방안 상세 분석, 2007, ,
KAERI/TR-3380/2007.
-하광순 외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시 용기와 단열재 사이의 자연순환 이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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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주제코드INIS

KAERI/RR-2786/2006

제목 부제/ 국내 원전 중대사고 관리 전략 최적화 및 검증 실험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김상백 열수력안전연구센터( )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김희동 구길모 박래준 홍성완 조영로 김종태 하광순, , , , , , ,

강경호 열수력안전연구센터( )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7. 4.

페 이 지 p.274 도 표 있음 없음( o ), ( ) 크 기 21x29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대외비( o ), ( ), 급비밀__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과학기술부 계약 번호

초록 줄내외(15-20 )

원자로 후기 냉각수 주입 개별효과 실험으로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종횡비ELIAS ,
냉각수조건 등에 따른 실험 결과에 대한 를 구축함 냉각수 주입에 의해 용data base .
융물 층 상부로 열제거가 이루어져 원자로 용기 하부 열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

음.
원자로 외벽 냉각 단열재 설계 개선을 위해 실험을 수행하여 입출구 면적HERMES
및 위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차원 실험과 해석 통해 순환유량을 결정하였음 외, 1 . “
벽냉각 사고관리를 위한 냉각 능력의 평가 및 원자로 외벽 단열재 설계를 위한 기”
본 자료를 제공함.
격납건물 수소제어 상세해석 분석 은 사고경위를 중(GASFLOW ) SBLOCA, LBLOCA
심으로 살수계통 작동에 따른 수소연소 영향을 평가하였음 살수계통의 작동은 격납.
건물 내 자연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소연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격납건물.

내 수소천이 연소 폭발 평가 결과 수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화염가속 가능성IRWST ( ) ,
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사고 조건에 대한 상세 모의를 필요로 하였음.
노내 사고관리를 위한 종합기술배경서 작성으로 원자로 감압 원자로 냉각수 주“ ”, “
입 원자로 외벽 냉각 에 대한 기술배경서를 작성하였음 기존의 중대사고 연구 결”, ‘ “ .
과 을 이용한 노내 사고 경위의 해석 본연구의 후기 냉각수 주입, SCDAP/RELAP5 ,
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실험결과 등을 통하여 이들 사고관리 전략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음.
사고관리 전략 수행을 위한 계산 보조 도구로는 본 연구의 실험 및 해석 결과를 토

대로 수소가연성 노내 냉각 기준 원자로 외벽 냉각 작동 을 평가하기 위한 해“ ”, “ ”, “ ”
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계측기기의 생존성 및 비정상 계측 신호 처리 및 개선,
을 위한 코드를 개발함 코드는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신호 처ASSA . ASSA
리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사고 시 신호의 검증 및 사고관리 계산보조 도구의

으로 사용될 수 있음platform .
주제명키워드 중대사고 사고관리 노심용융물 노내 냉각 및 억류, , (IVR),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수소연소 제어 원자로 노심 손상 계측기 생존성, , , ,

자연순환 냉각.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786/2006

Title / Subtitle Optimization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for

Domestic Plants and Validation Experiment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S. B. Kim (Thermal Hydraulics Safety Research Center)

Researcher and

Department

H. D. Kim, K. M. Koo, R. J. Park, S. H. Hong, Y. R. Cho,

J. T. Kim, K. S. Ha, K. H. Kang

(Thermal Hydraulics Safety Research Center)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7. 4.

Page p.274 Ill. & Tab. Yes( o ), No ( ) Size 21x29Cm.

Note

Classified Open( o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Research Report

Sponsoring Org. MOST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For the optimization of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in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 technical basis report and computational aid tools were
developed in parallel with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orks for the resolution
of the uncertain safety issues.
ELIA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quantify the boiling heat removal rate at
the upper surface of a metallic layer for precise evaluations on the effect of a late
in-vessel coolant injection. T-HERMES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two-phase natural circulation phenomena through the gap between the reactor
vessel and the insulator in the APR1400. Detailed analyses on the hydrogen
control in the APR1400 containment were performed focused on the effect of
spray system actuation on the hydrogen burning and the evaluation of the
hydrogen behavior in the IRWST. To develop the technical basis report for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analyses using SCDAP/RELAP5 code were
performed for the accident sequences of the OPR1000.
Based on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performed in this study, the
computational aids for the evaluations of hydrogen flammability in the
containment, criteria of the in-vessel corium cooling, criteria of the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were developed. An ASSA code was developed to validate
the signal from the instrumentations during the severe accidents and to process
the abnormal signal. Since ASSA can perform the signal processing from the
direct input of the nuclear power plant during the severe accident, it can be
platform of the computational aids. In this study, the ASSA was linked with the
computaional aids for the hydrogen flammability.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Severe Accident, In-Vessel corium Retention(IVR), Accident

Management,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Hydrogen Burn and

Control, Instrument Survivability, Natural Circulation


	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사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불확실 현상 실험 및 해석
	제2절 사고관리 전략 최적화 및 기술배경서 작성
	제3절 사고관리 계산 보조 도구 개발

	제4장 연구개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5장 연구결과 활용계획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시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부록- 연구성과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