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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부에서 일어나는 용융풀의 형성과 거동에 한 연구

는 여 히 요한 쟁 으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사고시 발생하는 노심 용융과 

용융과정, 요한 사고진행 단계와 시간 등의 이해와 이러한 과정이 사고진행에 미

치는 향 규명과 련되어 있으며, 특히 사고 완화 략인 원자로 용기 외부 

냉각에 의한 노내 노심용융물 억류(In-vessel retention) 략 평가와 한 계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노내 노심용융물 억류에 한 문제와 원자로 하부 헤드에 

있는 용융물의 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 거동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러나 고출력 원자로에 한 노내 노심 용융물 억류 방안 성공 가능성에 한 의문

과, • 출력 원자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층분리 향(layering effect) 

에 한 불확실성 등으로 연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내 용융물

의 형성과 성장, 코륨이 하부헤드에 떨어지는 특성, 노심 편층이 재용융된 후 용

융풀의 거동 등 사고진행 과정을 살펴 보기 해서도 요하다. 이러한 상은 

사고를 지시키는데 큰 향을 미친다.

FzK에서 수행된 LIVE 로그램의 일반 인 목 은 노심 용융 상과 이를 지

원하는 개별효과 실험, 특히 천이거동(transient behavior)을 으로 하는 규모 

3차원 실험을 통해 노심 용융풀 형성과 거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재까지 LIVE 로그램에서는 비공융물질 상사물인 KNO3-NaNO3 과 물을 사

용하여 용융물 거동에 한 실험을 수차례 수행해 왔다. 등온과 단열조건에서 수행

된 실험결과는 이  SIMECO, ACOPO, BALLI 등과 같은 다른 실험에서 얻은 실

험결과와 직  비교 검증을 가능하게 하며, 용융물 거동 평가를 해 도출된 상

식 평가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 코륨 용융물을 사용하여 수행한 다른 국제공

동연구와 더불어 LIVE 실험연구 한 노내 코륨 풀 거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LIVE 실험장치와 성능시험  상사물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그동안 수행된 LIVE L1 , L2 실험결과와 해석 모델에 해 살펴보았다. 실험 후 

계산과 비교해석을 해서 ASTEC이나 ATHLET-CD와 같은 사고 산코드에 

단순하면서 빠른 계산을 수행하는 모델을 사용하 다. 한 독일 KTH에서 개발한 

PECM 모델을 계산도구로 용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용융풀 거동을 모사하는 역학  모델 개발과 검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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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formation of corium pool in the reactor vessel lower head and its 

behavior is still an important issue.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understanding of the core melting, its course, critical phases and timing during 

severe accidents and the influence of these processes on the accident 

progression, especially the evaluation of in-vessel retention by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IVR-ERVC) as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Th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the quisi-steady state behavior of molten corium 

pool in the lower head and related in-vessel retention problem. However, 

questions of the feasibility of the in-vessel retention concept for high power 

density reactor and uncertainties due to layering effect require further studies. 

These researches are rather essential to consider the whole evolution of the 

accident including formation and growth of the molten pool and the 

characteristic of corium arrival in the lower head and molten pool behavior after 

the core debris remelting. These phenomena have strong impact on a potential 

termination or mitigation of a severe accidents.

The general objective of the LIVE program performed at FzK is to study 

the corium pool formation and behavior with emphasis on the transient behavior 

through the large scale 3 dimensional experiments and supporting separate effect 

tests.

Several experiments for the molten pool behavior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with water and non-eutectic melts KNO3-NaNO3 as simulant. The 

experimental results under the isothermal and adiabatic conditions allow to 

directly compare with other experimental results such as SIMENCO, ACOPO, 

BALLI, and to be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 correlations derived for the 

evaluation of molten corium pool behavior. Complementary to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with real corium melts, LIVE experimental program also provides data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ore corium pool behavior.

In this report, description of LIVE experimental facility and results of 

performance test are briefly summarized and the process to select the simulant 

is depicted. Also, the results of LIVE L1 and L2 tests and analytical models are 

included. These experimental results are very useful to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model of molten corium poo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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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가압경수로에서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원자로 용기 하부 

헤드에서 코륨 용융풀의 거동은 여 히 매우 요한 쟁 으로 남아 있다.  재까지 

노심 용융과 용융 과정,  주요 단계와 시간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사고진행에 끼치

는 향 등 사고를 이해하기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3]. 노내 노심 

용융과정은 기 단계와 후기 단계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는데, 기 노내 노심 용

융과정은 실험  해석  연구결과가 비교  많은 반면에 후기 노심 용융과정은 여

히  상에 한 이해 부족과 모델링에 한 불확실성  실제 원 에 용하기 

한 스 일링 문제 등 많은 문제 들이 남아 있다.

를 들어 물을 상사물로 사용한 2차원 형태의 규모 실험인 COPO II[4]와 

BALI 실험[5]에서는 3차원 실험인 ACOPO 실험[2]에서 보다 면과 바닥에서의 열

달계수를 20∼ 30% 높게 측정된 반면, 쪽 방향으로의 열 달 계수는 그리 높게 

측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쪽과 아래쪽 방향의 열 달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원 에서 매우 요한 용융물 상부층에서 형성되는 속층으로의 열 달량

과 이와 련한 열 달 집 효과(focusing effect)의 강도와 련이 있다.  이러한 차

이에 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며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ACOPO와 비

교할 때 COPO II와 BALI 실험의 경계층 고화와 련된 것으로, 등온 경계 조건, 피

막층의 표면 거칠기 는 용융풀과 경계면의 큰 온도차이에 의한 유체 물성치의 비

선형성 등에 한 것으로 아직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다.

 다른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mushy 층의 존재 혹은 비공융 용융물의 경

우 피막층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와 련된 것이다.  mushy 층에 해서는 두 

가지 다른 근 방법론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체 용융물과 용융풀 사이에 온도차이

가 큰, 그러나 고체 부분 때문에 성이 증가해서 열 달계수가 작아지는 mushy 층

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으로 액상의 표면온도를 가지는 분명한 액체

와 고체의 경계가 있어 작은 온도차이지만 큰 열 달 계수를 갖는 경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까지 실험이나 해석연구들에 의해서도 아직 명확히 밝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 원자로 용기 하부헤드에서의 용융물의 거동에 한 실

험자료를 보완하기 해 독일 FzK는 LACOMERA 로젝트[6]의 하나인 LIVE 로

그램[7]을 통해 규모의 실험을 수행하 다.  

독일 FzK의 LACOMERA 로젝트는 EU 5th Framework의 일환으로 2002년 9

월부터 4년간 진행된 로젝트이다. 이 로젝트의 목 은 유럽연합국(EU)과 회원국

에게 노심 손상에서 부터 코륨 용융물이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로 떨어져 내리고, 원

자로 용기 손 후 용융물 편들이 원자로 공동으로 퍼져나가는 사고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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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할 수 있는 QUENCH, LIVE, DISCO, COMET 등 규모 실험 장치를 활용하여 

원 의 노심 용융 사고경 를 이해하고 원 의 안 성을 높이기 한 것이다. 

LACOMERA 로젝트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심 손상 사고경 와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사고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실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LACOMERA 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연구 을 두고 있다.

   1. 노심을 냉각시킬 때 수소 발생원과 용융물 생성의 주요 인자 (QUENCH)

   2. 후기 노심 손상, 용융 시작 시간, 원자로용기내 용융풀의 형성, 거동  안정성

(LIVE)

   3. 원자로용기 손 후 손 치에 따른 용융물 비산 치, 수소생성  연소와 

같은 열역학 , 화학  반응에 의한 격실에서의 압력 상승 (DISCO)

   4. 장기간의 용융코륨과 콘크리이트 반응으로 인한 콘크리이트 부식 (MCCI)  

노외용융물 냉각 (COMET)

LACOMERA 로젝트는 5개국 8개 기 이 참여하여 QUENCH, LIVE, DISCO, 

COMET 등의 실험시설에서 8개의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 다.

LIVE (Late In-Vessel Phase Experiments) 로젝트는 이러한 LACOMERA 

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 노심에서의 용융풀의 형성 

 - 노심에서의 용융풀의 안정성 

 - 용융물의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로의 재배치 

 - 하부 헤드에서 피막층의 형성과 재 용융 

 -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에 용융물 억류 

등을 연구하며 산코드를 검증하기 해 재의 DB를 확장하고 가동 원 의 사고

리 략 확립을 목 으로 하고 있다.

LIVE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되어 있다.

 - LIVE Phase 1: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에 용융물 억류 (melt retention) 실험

 - LIVE Phase 2: 원자로용기 하부헤드로 용융물 재배치 상 실험

 - LIVE Phase 3: 노내 용융물의 형성  거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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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실험은 원자로 용기하부 넘에서의 노심용융물 거동을 연구하기 해 

계획된 것으로 가압경수로의 노심 용융사고 때 일어나는 사고 조건에서 원자로용기 

외벽을 물로 냉각하는 경우 그 향에 한 실험으로 코륨 용융물의 상사물질로는 

NaO3와 KNO3의 혼합물을 사용하 다.

LIVE 실험 로그램을 통하여 용융물의 온도 변화, 정상상태와 과도상태 

(transient state) 때의 원자로 용기 벽면에서의 열속분포, 피막층의 성장 속도와 원자

로 용기 벽면을 따라 분포된 열속에 의한 피막층 형성 향 등에 한 자료를 측정 

생산한다. 실험후 해석을 통해서는 원자로용기 벽면을 따라 형성된 피막층의 두께 

분포, 피막층의 구성 성분과 형태(morphology) 등을 조사한다. 실험결과는 노내 용융

풀의 거동을 모사하는 역학  모델 개발과 사고 해석 산코드 개발에 이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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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LIVE 실험시설

2.1 실험장치

LIVE 실험장치의 주요 부분은 그림 1 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표 인 

가압경수로 원자로 용기의 모형으로 실제 원자로용기의 1/5 크기이며, 내경이 1m, 

벽면 두께가 25mm인 스테인 스 스틸로 만들어 졌다.

그림 1.  LIVE 실험장치 개략도

코륨 상사물의 정상상태와 과도상태 거동을 연구하기 하여 많은 계측 장치가 

장착되었다. 용기 벽면 둘 를 따라 0
o
, 90

o
, 180

o
, 270

o
 각도에 17개의 열속 센서와 5

개의 열 를 설치할 수 있는 러그를 설치하 다 (그림 3). 열 는 0, 5, 10, 15, 

20mm 등 각각 깊이를 달리하여 설치하 다. 열속 센서는 용기 내벽 1mm 깊이로 벽

면에 설치하 는데 열속과 그에 상응하는 온도를 측정한다. 용기 외벽의 온도는 17

개의 열 로 측정하고, 러그에 있는 85개의 열  외에 용융물의 온도와 피막

층의 성장을 측정하기 해 80개의 열 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4). 한 외선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융물의 재배치 거동을 측정하

기 한 량 센서도 장착하 다.



- 5 -

                    그림 2 (a). LIVE 실험 장치

                그림 2 (b). LIVE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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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LIVE instrumentation plug 

         그림 4.  LIVE 실험에서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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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LIVE volumetric heating system 

붕괴열은 입력으로 주어지고 코드로 기록하며 실험 수행 에 용융물 표본을 

채취한다. 용융물은 로부터 앙 부분 는 벽면가까이에서 부을 수 있도록 뚜껑

이 되어 있으며, 벽면에 형성된 피막층을 찰하기 해서는 실험 종료 후 남아 있

는 용융물을 제거한다.

외벽 냉각 조건이 용융풀 거동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해서 실험 용기를 

 다른 냉각용기에 넣고 외부에서 용기를 물 는 공기로 냉각 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냉각수는 냉각용기의 바닥으로 주입하여 쪽 출구로 흘러나오게 하 다.

용융 코륨의 붕괴열을 모사하기 해 체  가열시스템 (volumetric heating 

system) 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용융물 내에서 열이 균일하게 발생하도록 하 다. 

체  가열시스템 (volumetric heating system)은 그림 5 에서 보는 것과 같으며 기 

항선으로 이루어진 그리드로 되어 있고 최  온도는 1,100℃ 까지 얻을 수 있다. 

용융풀을 균일하게 가열하기 해 45mm 높이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6개의 가열 그

리드 으로 되어 있고 치를 정화하게 고정하기 해 특별한 틀에 올려져 있다. 

체 워는 28kW이고 가열 은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도 상태 실험을 해 용융물은 별도의 220ℓ 용량의 가열로에서 용융한다. 가

열로의 최  온도는 1,100℃ 이며 용융물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가열로를 기울

여 실험용기 안에 용융물을 쏟아 붓는다.  용융물을 붓는 장치는 그림 6 에 보여 주

고 있으며 용기 밖으로 쏟아진 잔여 용융물을 회수하는 진공펌 도 장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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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IVE 실험 장치 (용융물 붓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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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LIVE 성능 시험 풀의 온도 분포 

2.2 LIVE 장치 성능시험 [8]

LIVE 실험장치의 용융로, 쏟아 붓는 pouring 장치 (그림 6), 체  가열시스템 

(그림 5) 등의 작동 성능과 로세스 제어장치  Data 기록장치 검 실험은 물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용융로에서 120ℓ의 물을 약 70
o
로 가열하여 LIVE 실험 용기에 부었다. 물을 부

은 후 체  가열시스템을 작동하 다.

실험은 4단계로 수행하는 데 실험용기 풀의 쪽 가열 단계,  바닥가열 단계, ∼

10kW의 균일가열 단계, ∼18kW의 균일가열 단계 순으로 수행한다. 처음 두 단계는 

용기 외벽을 공기로 냉각하고 이 후 두 단계는 물로 냉각한다.

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7 에 나타나 있다.  용기에 물을 부은 직후 측

정한 온도는 바닥부분에서는 약 ∼45℃ 쪽 용융풀의 표면 부근에서는 약 ∼55℃ 

로 감소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온도 성층 상이 있었는 데 최  온도가 표면 

부근에서 ∼7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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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LIVE 실험 벽면에서의 열속 분포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온도가 균등하게 되며 ∼10,800 에서 온도가 ∼85℃ 일 때 

외벽을 냉각하기 시작하 다. 외벽 냉각후 쪽의 온도는 ∼70℃ 로 감소하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0kW로 약 2시간 가량 균일하게 가열하고 그 후 출력을 

18kW로 올려 2,000  가열하여 출력증가가 온도와 열속분포에 미치는 향을 찰

하 다. 이 단계에서는 온도가 ∼95℃ 까지 올라갔다.

그림 8 에는 측정한 열속 분포가 나타나 있다. 열속은 물을 부을 때와 외벽냉각

이 시작될 때, 그리고 출력을 증가할 때 첨두값을 나타내고 있다. 최  열속은 외벽

냉각을 시작할 때 ∼12kW/m2 다. 정상상태 실험단계에서는 열속이 ∼3kW/m2 로 

감소하 고 출력을 증가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7kW/m
2
 로 증가하 다.

가시화를 해서는 외선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 는데 외선 스펙트럼은 

7.4-13.0µm에서 작동시켰으며 투과율 ∼0.95 인  ZnSe 보호창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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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KNO3-NaNO3 Phase Diagram 

2.3 상사물질의 선정

LIVE 로그램과 같은 상사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은 상사물질로 실제 원자로 물

질의 물리  특성, 열수력학  특성을 가능한 한 잘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을 선택하

여야 한다. LIVE 실험에서는 따라서 코륨 산화물의 상사물질로 사용하기 해 두 가

지 혼합물로 이루어진 (binary melt) 여러 용융물질에 해 용성을 조사하 다.

물질 선정의 요한 기 은 여러 성분으로 이루어진 상사 물질이 약 100K 정도

의 차이로 고화선과 액상선이 뚜렷이 구분되는 비공융 물질이어야 하며, 산화 코륨

과 유사한 고화 상  피막층 생성 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상사물질

은 독성이 없어야 하며 철과 용기에 장착된 계측장치를 손상시켜서도 안된다. 그리

고 상사물의 용융 은 가열로와 체  가열 시스템의 기술 인 문제로 1,000℃ 를 넘

어서는 안된다.

처음 실험에서는 NaNO3(질산나트륨)과 KNO3(질산칼륨)의 혼합 용융물이 선택되

었으며 이 혼합물의 상평형도표가 그림 9 에 나타나 있다 [9]. 용융물의 공융 은 

mole% 가 50:50 일 때이며 이때 공융온도는 225℃ 이다.

최  고화온도와 액화온도의 차이는 20:80mole% 비율의 NaNO3-KNO3 의 경우

로 ∼ 60K 의 차이가 있다. 이 용융물은 온도가 220℃ 에서 380℃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용성이기 때문에 실험 용기 안은 수분이 없이 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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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IVE tests parameters

2.4 LIVE phase-1 실험 matrix

LIVE 실험 1 단계에서는 물을 사용하여 성능 검을 확인 한 후 비공융 물질인 

NaNO3-KNO3 를 사용하여 6차례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matrix 는 아래 표 1 

에 주어져 있다.

실험은 단열 조건과 등온 조건에  해 수행하고 이들 결과를 앞서 수행된 실험 

연구인 SIMECO, ACOPO, BALI 등이 결과와 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

본보고서에서는 용융물을 붓는 치를 달리한 LIVE-L1 실험과 L-2 실험결과에 

해 다음 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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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IVE-L1 실험 주요 단계  실험 인자

제 3 장  LIVE-L1 실험  해석

3.1 LIVE-LI 실험

LIVE-L1 실험은 원자로 용기 하부 넘에서의 노심 용융물의 거동과 

VVER-1000 원 에서 노심 용융을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 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실험은 FzK와 불가리아의 소피아 학이 력하

여 2006년 6월 수행되었다. 실험인자  조건은 표 2 에 나와 있다.

실험은 20 mole%의 NaNO3와 80 mole%의 KNO3 혼합물을 상사물질로 사용하

다. 이때 액화온도가 약 300℃ 이며 고화온도와 약 60K 차이가 있다. 혼합물은 별

도의 가열로에서 용융하여 약 350℃에 이르면 실험 용기 앙에 있는 같은 온도로 

열된 안내 을 통해 최  유량 ∼7kg/s 로 붓는다. 그 후 6개의 가열 을 이용해 

약 18kW의 력으로 용융물을 균일하게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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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풀 내에서 측정한 용융물의 온도는 용융물을 부은 직후 바닥에서는 ∼300℃ 

이고 용융풀의 표면 가까이에서는 ∼330℃ 로 감소하 다. 가열을 시작하면 최  온

도가 올라가는 데 과열을 막기 해서 력을 단계 으로 ∼10kW까지 감소시키고 

그 후 이 값을 유지하도록 하 다. 이 기간 동안 최  온도는 ∼370℃ 까지 올라 갔

다.  용기 외벽 냉각은 7,720 에 시작하여 실험용기와 냉각용기 사이로 1.5kg/s의 

유량으로 물을 채우고 그 후 ∼ 47g/s의 일정량으로 공 한다. 입구 물의 온도는 ∼

10℃ 이다.

냉각이 시작된 후 용융풀의 쪽의 최  온도는  ∼320℃로 감소하고, 용기 내벽

에는 피막층이 형성되어 자라기 시작한다. 실험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약 20

시간동안 ∼10kW 로 균일하게 가열하고 그 후 약 6시간 동안 7kW로 력을 여 

력감소로 인한 피막층 성장과 열속 분포를 찰한다. 이때 용융물의 최 온도는 

∼300℃로 감소하 다 (그림 10).

실험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앙에서  기온도 350 °C의 용융물 (20 mole% NaNO3, 80 mole% KNO3) 

336 kg / 120 ℓ 을 붓는다. 용융풀의 높이는 ~ 31 cm 

  - 1단계 (0-7,220 s) : 공기냉각, 처음 열출력은 18 kW이며, 이후 3,720 에 

10 kW 로 인다. 

  - 2단계 (7,220-82,675 s) : 유량 1.5 kg/s 물로 냉각을 시작 한다 이후 ~47 

g/s로 이며, 열출력은 10 kW 

  - 3단계 (82,675-102,620 s) : 유량 ~47 g/s 물로 냉각한다 열출력은 , 7 kW로 

인다.

  - 4단계 (102,620 s) : Power 를 끄고 용융물을 제거한다.

            그림 10.  LIVE-L1 용융풀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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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IVE-L1 실험 후 벽면에서의 피막층 두께 형상 

           그림 11. 치에 따른 벽면 열속 분포 

LIVE-L1 실험에서는 벽면에서의 과도상태  정상상태의 열속을 측정하 다. 

최  열속은 냉각할 경우에 측정되었는데 각도 51
o
 ( 략 융융풀의 앙) 치에서 

∼170kW/m
2 
로 측정되었다. 정상상태의 경우 벽면을 통한 최  열속은 ∼15kW/m

2
 

로 용융물 표면 가까이인 65.5o 각도에서 측정되었다 (그림 11). 측정된 열속으로부터 

추정한 결과 풀에서 생성된 열의 약 80%가 벽면에서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벽면을 따라 형성된 피막층의 두께가 그림 12 에 나타나 있다. 피막층의 두께는 

용융물의 표면 근처의 ∼11.7mm에서 용기 바닥의 ∼70.7mm까지 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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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IVE-L1실험의 피막층과 용융물 성분 비교

실험 시작 직후와 실험 종료 직  두개의 표본을 추출하 다. 표본은 실험에 사

용된 실제 용융물의 성분을 비교하고, 피막층 형성과 고온 용융물인 KNO3의 고갈로 

인한 용융물의 성분 변화 분석을 한 것으로,  분석결과 실험에 사용된 용융물은 

처음 계획하 던 용융물 성분과 거의 같으며 KNO3의 분율은 실험 종료시 ∼1.6 

mole% 감소하 다. 이러한 측은 실험 종료후 피막층의 화학 분석을 통해서도 확

인되었는데 피막층내의 KNO3 양이 기 80mole%에서 약 ∼91mole%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용융물과 피막층의 성분변화는 표 3 에 나타나 있다.

피막층 두께의 해석은 피막층의 열 도도를 계산하는 데 요하다. 피막층의 두

께와 심어놓은 열 로부터 측정한 온도로부터 계산한 열 도도는 0.37 W/mK 에

서 0.66 W/mK 으며 부분은 0.45 W/mK 에서 0.5 W/mK 는데 이 값은 용융

물의 액상온도 근처에서의 열 도 값 (0.46 W/mK)에 가깝다. 열 도가 부분 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피막층의 유공성(porosity)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이는 피막층 

형성과정 에 부분 으로 냉각률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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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석모델

LIVE 실험결과는 용융물 풀의 거동을 모사하는 모델개발과 검증에 사용된다. 

LIVE-L1 실험결과는 ASTEC 이나 ATHLET-CD 코드에 포함된 모델  2D/3D 해

석에 사용되는 PECM 모델 검증에 활용하 다. 한 CONV 코드 모델의 보완에도 

활용되었다.

3.2.1 ASTEC v1.3 DIVA 모듈

LIVE-L1 실험해석은 CEA에서 ASTEC V1.3 코드로 수행되었다. ASTEC 코드

는 IRSN과 GRS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드로 가압경수로 사고 해석 종합 산코드

이다. 이 코드는 안 공학설비  사고 리 략 평가를 포함한 체 사고 경

를 해석하는 산코드이다. ASTEC 코드는 모듈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모듈은 원자

로를 구역별로 모사하거나 일련의 물리  상을 해석한다. ASTEC V1.3 에는 노내 

노심손상을 모사하는 DIVA 모듈을 포함하고 있고 첫 단계로 노외 냉각은 경계조건

으로 주고 DIVA 모듈을 활용 해석하 다. 추후 노외 냉각 상을 모사할 수 있는 

CESAR 모듈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DIVA 모듈은 사고시 노심 손상, 노심의 열수력 상  하부헤드에서의 용

융물의 거동 등을 해석하는 독립 모듈로 LIVE-L1 실험 용융풀 해석에 용하 다.

ASTEC/DIVA의 풀 모델은 균일한 용융풀을 여러 층으로 모델하지 못한다. 따

라서 LIVE-L1 실험은 균일한 온도를 가진 하나의 층으로 모의한다. DIVA 모듈은 

빠른 계산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델로 되어 있고 , 아래 면의 

류 열 달은 경험 상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열층과 비가열층에 한 상 식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다.

   쪽으로의 류 열 달은 다음과 같은 BALI 상 식을 사용한다.

 ∙
                                     ( 1 )

   

   용기의 반구 부분 면의 열 달은 BALI 상 식인

 ∙

 



                               ( 2 )

으로 표 하고 각도 변화에 따르는 열 달계수 변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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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BALI 용융풀 모델 Nomenclature 


  










       



    
 



         ( 3 )

여기서   

   
 이고  

  는 열 달계수이다 (그림 13 참조).

피막층의 열 항은 피막층 내에서 선형 으로 변한다고 생각한다.

코드 해석결과 벽면 내외벽 온도, 용융풀의 온도 분포, 피막층의 두께 등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DIVA 모델은 용융풀을 균일한 온도를 가진 하나의 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림 10 와 같은 온도분포를 계산하지 못하고 표 인 온도 값 (effective 

temperature) 만 주며, 용기 냉각을 시작한 후의 용융풀의 온도는 실험 결과 보다 약 

10K에서 20K 가량 낮게 측하 다. 실험용기의 내외벽면 온도도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계산한 결과는 측정값보다 약 40K 높게 나타내고 있다 [10].

코드 검증을 해서는 피막층 두께 비교가 매우 요하나 DIVA에서는 피막층 

두께를 직  계산하지 않는다. 피막층을 계산하기 해서는 정상상태 조건과 피막층

내의 온도가 선형 으로 변화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된 용융풀의 온도, 용융온도, 풀

과 용융풀의 열 달 계수, 용기 외벽온도, 벽면의 열 도계수 등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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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DIVA 코드 계산 피막층 두께와 실험결과와 비교 

   피막층의 열 항(Km2/W)  은 다음과 같이 표 되고 

 





 

  




∆
                      ( 4 )

여기서    은 용기 벽면 온도, 
  은 용융풀 혼합체의 용융온도,   은 용융

풀 온도, ∆  은 벽면 두께, 은 용기 벽면의 열 도도(W/mK) 이다.

따라서 피막층 두께 ∆  은  피막층의 열 달계수   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5 )

DIVA 코드의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 으나 피막층의 두께는 그림 14 에서 본 것

과 같이 비교  잘 측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 상태에서의 피막층의 성장은 계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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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용융풀 모델의 개략도 

3.2.2 ATHLET-CD 용융 후기 모델 MEWA 와 VECO 모듈

MEWA와 VECO 는 독일이 개발한 ATHLET-CD 산코드에 있는 모듈로 노심

용융 후기 단계를 모사하는 모듈이다. MEWA는 량의 노심 용융, 재배치, 용융풀의 

형성 하부헤드로의 재배치 상을 모사하는 모듈이며, VECO는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에서의 노심 편층의 형성, 냉각, 노심 편층의 재용융, 원자로용기 손까지 용융

풀의 거동을 모사하는 모듈이다.

MEWA와 VECO는 연속(quasi-continuum) 방법을 토 로 하고 있으나, 노심

에서와 하부헤드에서의 용융풀에 한 모사는 각각 표 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용융풀 모델은 FLUXBAIN 모델 [12]을 사용하고 있는데 풀을 용융물이 흘러 내리는 

벽면의 경계층과 풀 앙의 성층화된 하부 구역, 그리고 등온 난류 구역인 상부층으

로 나 어 생각하고 있다 (그림 15). 경계층 내에서의 열 달은 Chawla 와 Chan 

[13]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16). 풀의 앙에서 온도분포는 경계층에서 흘러내리

는 질량유동이 앙에서 쪽으로 올라가는 유동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아래 

축방향의 일차원 에 지 보존방정식으로 계산한다 (그림 17). 상부 혼합층 표면으로

의 열 달은 경험 상 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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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경계층에서의 상관식(Chawla-Chan) 및 모델 

그림 17. 중앙에서의 온도 분포: 일차원 에너지 보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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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상부 피막층 형성은 피막층내 정상상태의 포물선 형태의 온도 분포를 가

정하여 두께에 한 시간에 따르는 질량보존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피막층

이 있으면 용융풀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액상온도라고 가정한다 [14].

상부 난류층으로부터 쪽으로의 열 달은 Kulacki와 Emara 상 식을 사용한다.

  ∙
   ⊤                    ( 6 )

   시간에 따르는 피막층의 두께는 아래 방정식으로 계산한다.








 →  →  
                   ( 7 )

3.2.3 ECM  PECM 모델

Effective Convective Model (ECM) 은 Effective Convectivity Conductivity 

Model(ECCM) 모델에서 류모델 만 따온 것으로 복잡한 3차원 구조의 열 달을 해

석하기 해 KTH에서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이 모델에 상변화를 문제를 포함 시킨 

PECM 모델이 개발되었다.

PECM 모델에서는 고체와 액체 역에 공통으로 용하는 아래와 같은 엔탈피 

보존 방정식을 풀도록 되어 있다.



  ∇∙∇

∆
∇∙∇∙        ( 8 )

속도장은 질량-모멘텀 보존방정식을 푸는 신 , 아래,  각 방향의 특성속도

를 사용하여 문제를 단순화하 다.  특성속도는 각 방향의 류에 의한 열 달이  

각 경계층의 열속과 같도록 정의하 다 (그림 18).

   여기서 H는 용융풀의 높이이고 α 는 열확산계수(Thermal diffusivity: m2/s) 이다.

   상부방향과 하부 방향의 열 달계수 와 은  Steinberner & Reineke 상

식을 사용한다.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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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상, 하 옆면의 특성 속도 

  ∙
                                     ( 10 )

면에서의 열 달은 Chawla & Chan 상 식을 사용한다.

    




 


                            ( 11 )

상변화를 다루기 해 mushy 역을 고체 체  비율이 증가하면 특성속도가 감소하

도록 하 으며, 액상의 비율은 액상온도와 고체 온도사이에서 변화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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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학적 구조 

   2개의 구조

 하나의 하부 플레넘 -0.525m에서 0m

   벽두께에 5개 mesh

   벽면을 따라 15개 mesh

 하나의 실린더 0m에서 0.1m

  층의 물성치
 "Ex-vessel Core Melt Stabilization Research" 

B. Segal 보고서 SAM-ECOSTAR-D26, 2002.

  경계조건

 외벽냉각: 7210초에 10℃ 물을 유량 47g/s로 흘림

 전력:

 0초:   18kW

 3,720초:   10kW
 82,675초:    7kW

 102,620초:    0kW

표 4.   ASTEC  계산 입력 조건

      그림 19. LIVE-L1 mesh 

3.3 해석 결과

3.3.1 MEWA/VECO pool 모델에 의한 LIVE-L1 계산

ASTEC 코드를 활용하기 한 입력조건과 노드는 표 4 와 그림 19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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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MEWA/VECO 모델로 계산한 온도 분포 

MEWA/VECO 모델에서는 용기를 이차원으로 모사하여 10 x 50개의 mesh로 나

고 pool은 일차원으로 축방향 50개의 mesh로 나 어 계산하 다. 경계조건은 용기

외벽에는 류 열 달 조건을, 상부 용융물 표면은 복사 열 달 조건을 용하 다. 

열 달 계수는 실험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 다.

실험 끝 무렵의(10,265 ) 계산된 온도 분포가 그림 20 에 보여 주고 있다.

Pool 모델을 이용한 계산결과를 BALI 상 식과 ACOPO 상 식을 사용한 경우

와 비교하 는데 벽면으로 가는 열속은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며 최 치는 표면 가까

이에서 나타났다 (그림 21). 이러한 결과는 BALI와 ACOPO 실험이 쪽을 냉각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LIVE-L1 실험 계산결과 쪽과 면의 열속비가 35/65로 나·타 

났으나 실제 실험에서는 20/80이었다 (그림 22 참조).

Pool 모델에서 쪽으로 나가는 열속과 축방향의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 계산한 

열속은 실험치와 비교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23, 24).  그림 24 에서 알 수 있듯

이 10kW의 력으로 가열하는 구간 (3,720  ∼) 은 온도를 잘 측하고 있으나 

7kW 구간 (82,675 ∼) 은 과  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의 열 달계수가 출

력에서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기로 냉각되는 과도상태 구간은 큰 차이

를 보여 정상상태의 가정이 잘 맞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 다. 벽면 내외벽의 온도

는 열속 분포와 같은 경향을 보 고 비교  잘 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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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외벽 열속분포에 대한 상관식과 MWEA/VECO 계산결과 비교

  

그림 22. POOL 중앙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바닥

으로 부터 MT1 50mm, MT9 150mm, MT21 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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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외벽 열속 분포 MEWA/VECO pool 모델결과 비교

그림 24. pool 중앙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바

닥으로 부터 MT 150mm, MT9 150mm, MT21 

250mm) 
    



- 28 -

그림 25. 실험 종료후 피막층의 두께 분포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 비교 

피막층의 두께는 열 도도를 0.45W/(mK) 로 계산하여 실험치와 비교한 결과가 

그림 25 에 있다. 실험후 찰 결과 히터 그리드의 일부가 피막층에 둘러싸여 있었

다. 따라서 일부의 력이 용융풀로 가지 않고 피막층내에서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피막층내에서 력이 소실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용기 하부의 피막층 

두께는 과  평가되었다. 체 력의 약 30%가 피막층에서 소실된다고 가정한 결과

는 피막층 두께를 잘 측한다.

   3.3.2 PCEM 계산결과

PECM 모델은  복잡한 3차원 구조에서 CFD에 비해서 수치 으로 더 효과 이

고 그리드를 만들기 편하면서도 비교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다. 이것은 CFD 코드의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UDF:User Dfined 

Function)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15, 16].

PECM 모델을 사용한 해석은 하부 넘의 1/4을 그림 26 과 같이 3차원 

unstructured mesh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용기 외벽은 류 열 달 조건을 

상부 용융풀 표면에서는 주변과 용기내 상부로 복사열 달 조건을 부여하 다. 기 

온도는 330℃ 이고 실험에서 주어진 가열 력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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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ECM 방법으로 계산한 용융풀의 온도

분포 (최종상태) 

그림 27. PECM으로 계산한 시간에 따른 용기 내벽 온도 분포 

   용기 내,외벽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가 그림 27, 28 에 나타나 있는데 비교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온도 곡선형상이 측정한 것보다 평평한(flat) 모양을 나타

내고 있다.



- 30 -

그림 28. PECM으로 계산한 시간에 따른 용기 외벽 온도 분포 

       그림 29. PECM으로 계산한 벽면 열속 분포 

열속분포도도 온도 분포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실험치 보다 최 치가 더 

높게 측하고 있다. 이것은 PECM 모델의 경계층에서의 상 식의 향으로 보인다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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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PECM 모델로 해석한 LIVE-L1 피막층 두께 

피막층의 두께 계산 결과 하부 역에서는 얇게 측하고 있는데 실험에서는 더 

많은 냉각수가 이 역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상부 가장자리에서는 경

계층 모델이 최  열속을 주기 때문에 피막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림 30).

PECM 모델은 여기서 보여  것 같이 복잡한 3차원 형상을 비교  잘 모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계층 모델의 열속 상 식 등에 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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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LIVE-L2 실험 주요 인자

제 4 장  LIVE-L2 실험

LIVE-L2 실험은 원자로용기 하부 벽면을 따라 흐르는 과도상태의 용융물 재배

치 상, 최종 용융풀의 모양, 피막층 형성과 피막층이 과도상태의 열속에 미치는 

향 등을 연구하기 한 실험이다. 실험은 랑스의 IRSN과 CEA의 제안에 의해 

2006년 8월 FzK에서 수행되었으며 주요 기 조건 등 실험인자는 표 5 와 같다.

L2 실험은 L1 실험과 동일한 상사물 조건이지만 용융물을 용기 벽면 가까이에서 

부어 용융물의 재배치 상과 피막층이 과도상태의 열속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한 

실험이다.

용기의 가열은 L1 실험과 달리 처음부터 물로 외벽을 냉각시키며 10kW로 균일

하게 가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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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부터 ∼32cm 떨어져 있는 상부 가열  에 두께 2cm 의 피막층 디스

크를 설치하 는 데, 이 디스크는 실험 기에 용융물이 비 칭 으로 재배치되게 

하며 재배치가 완료된 후에는 용융물 상부 피막층을 모사하는 역할을 한다. 디스크

는 벽면과 약 0.5cm 떨어져 있어 용융물이 으로 흘러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디스크의 재질은 용융물과 같은 20 mole% 의 NaNO3 와 80 mole% 의 KNO3 로 되

어 있어 디스크가 용융되어도 용융물의 물성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 다. 

피막층이 빨리 생성되고 자라나도록 하기 해 용융물을 용기에 붓기  용기 

외벽을 1.5kg/s 의 율로 냉각을 시작하여 냉각용기와 실험용기 사이를 채운 후 ∼

47g/s 로 용기를 냉각하며 이 유동율을 실험하는 동안 계속 유지한다. 입구 물의 온

도는 ∼10℃ 이다.

코륨 상사물로는 20 mole% 의 NaNO3 와 80 mole% 의 KNO3 의 혼합물을 사

용하 으며 액상(liquidus) 온도는 ∼300℃ 이고 고화범 는 60C 이다. 혼합물은 별

도의용융로에서 ∼350℃ 까지 가열하여 120ℓ의 용융물을 실험용기 벽면 가까이에서 

미리 ∼350℃ 로 가열된 안내 을 통해 흘려 붓는다. 용융물의 방출율과 기 온도

는 그림 31, 32에 나타나있다. 실험용기의 무게 변화로부터 측정된 최  방출률은 ∼

7kg/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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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LIVE-L2 실험 용융물 방출율 

             그림 32.  LIVE-L2 실험의 용융물 초기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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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LIVE-L2 의 상부 피막층의 거동

용융물을 붓는 과정과 상부 피막층의 거동이 그림 33 에서 보여 주고 있다. 용융

물은 안내 을 통해 흘러들어와 상부 피막층 디스크에 퍼지고 피막층과 벽면사이의 

틈으로 아래쪽으로 재배치 된다 (그림 33) 이와 동시에 용융물을 부은 자리의 피막

층에 구멍이 생겨 용융물이 흘러 내린다. 용융물이 완 히 재배치되면 피막층과 그 

아래 용융물이 완 히 일체가 되었다. 재배치 후 6개 가열 을 모두 작동하여 10kW

의 출력으로 균일하게 가열한다. 가열을 시작하면 상부 피막층이 얇아져 용융물이 

부어진 자리부터 용융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약 30분 후 용융이 완료되면 용융

표면이 그림 33 에서 보는 것 같이 완 히 들어나고 실험동안 상부 피막층은 생기지 

않았다.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하기 해 ∼10kW 로 균일하게 체 가열을 24시간 

계속하 다.

용융풀의 온도 분포는 그림 34 에 나타나 있다. 처음 30분 동안은 풀에서 생성되

는 열은 상부 피막층을 녹이는 데 사용되어 용융물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 피막층

이 다 녹은 후 용융물의 온도는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  ∼330℃에 이른다.

LIVE-L2 실험에서는 반구 주변으로 그림 3 과 같은 계측 러그를 설치하여 과

도상태와 정상상태의 벽면에서의 열속을 측정하 다 (그림 35). 정상상태 때 벽면을 

통해 달되는 최  열속은 ∼8kW/m2 로 용융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열속센서로 부

터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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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LIVE-L2 위치에 따른 용융풀의 온도 분포 

            그림 35. LIVE-L2 실험 열속(heat flux)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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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용융물 표면 가까이 놓여 있는 열전대 뭉치 

   피막층의 두께와 성장률은 그림 36 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용기 내부 표

면에 설치된 7개의 열 로 이루어진 3개의 열  뭉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그 결과가 그림 37 과 38 에 나타나 있다. 

용기 바닥 가까이에서 측정된 온도는 (그림 37) 매우 격하게 감소된 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최소 30 mm 의 안정된 피막층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그림 38 을 보면 용융물 표면 부근에서는 용융물

을 부은 직후에는 온도가 용융물의 고화온도(solidus temperature) 이하로 떨어 졌다

가 용융물 가열에 의해 바로 액상온도(liquidus temperature) 이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 형성되어 있던 피막층이 용융물을 부을 때 다시 용융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에서 용기 벽면에서 3mm 떨어져 있는 열 의 온도 값이 등

락을 보이고 있는 데 이것으로 미루어 이곳의 피막층의 두께가 3-4mm 를 넘지 않

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실험 후 해석과도 잘 일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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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용기 바닥에서의 온도 분포 

             그림 38. 용융풀 표면 부근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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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LIVE-L2 실험 피막층 두께 분포 

   실험을 마친 후 남은 용융물을 쏟아 내고 측정한 피막층의 두께는 용융 표면 가

까이 벽면에서는 ∼5mm 정도 이고 용기 바닥에서는 ∼46mm 정도 다 (그림 39).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험 기, 실험 간  실험 종료 직  각각 다른 곳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표본은 실험에 사용된 실제 용융물의 성분을 확인하

고, 피막층 형성과 고온 용융물인 KNO3 의 고갈로 인한 용융물의 성분 변화 분석을 

한 것으로, 분석결과 실험에 사용된 용융물은 처음 계획하 던 용융물 성분과 거

의 같으며 KNO3 의 분율은 실험 종료시 상한 것과 같이 감소하 는데 피막층내의 

분율은 처음 81 mole% 에서 ∼91 mole% 로 증가하 다. 용융물과 피막층의 성분변

화는 표 6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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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LIVE-L2 실험에서 측정한 용융물과 피막층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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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은 일반 으로 상  도가 작은 상

부의 속 용융물층과 도가 큰 하부의 산화 용융물층으로 분리된다. 상부의 속 

용융물층은 철과 zircaloy로 구성되며, 하부의 산화 용융물층은 UO2와 ZrO2로 구성된

다. OECD/NEA 주 으로 수행된 RASPLAV/MASCA 연구결과, 상부의 속 용융

물층은 산화 용융물층에 존재하던 속 U의 추출에 의한 함유로 산화 용융물층보다 

도가 더 커져 하부로 내려가는 용융물층 역 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원자로

용기 하반구에서의 용융물층의 역 상은 탄소 성분의 함유량, 속 용융물층 상부

에 증기 존재유무, 노심용융물층 상부의 철 구조물의 용융에 의한 원자로용기 하부

로의 재배치, 용융물층의 온도변화 등에 의해 향을 받으며,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원자로용기로 노심용융물의 열부하에 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특히 국내 OPR1000

과 APR1400은 B4C 제어 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용융

물층이 탄소성분을 0.2 wt% 이상 함유하여 용융물층의 역  상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노심용융물 거동에 한 연구는 이와 같은 

용융물층의 역  분리 상과 층 분리시 련 열 달 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한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존재하는 노심용융물은 시간에 따라 증기에 의한 산화과정 발

생과 주변 냉각재  증기와 열 달을 통하여 용융물의 온도가 변화하는 과도상태의 

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도상태 거동 실험이 필요하다.

LIVE 실험은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용융물층의 피막층 형성과정과 이에 따른 

열 달 상을 규명할 수 있지만 용융물로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상사물을 사용하

기 때문에 용융물층의 역 상과 련 열 달 상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핵연료가 포함된 용융물을 사용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노심용융물을 사용

한 RASPLAV/MASCA 연구에서는 용융물의 정상상태 거동만 모의하고 용융물층의 

상부에 증기존재, 용융물층에 철 주입 등의 과도상태 거동은 모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장기과제의 일환으로서 실제 노심

용융물을 사용하는 실험을 비 에 있다. 본 실험은 용융물층의 과도상태 거동을 

모의하는 실험으로서 상부에 주입되는 증기양과 용융물의 온도가 속 용융물층과 

산화 용융물층의 역  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정이다. 한 속용융물의 

기양과 추가 주입되는 철 양이 용융물층의 역 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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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LIVE Program (Late In-Vessel Phase Experiments)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complement the experimental data on melt pool
behavior in the vessel lower head 

Joint post-test calculations and evaluations carried out within the 
frame of the network of excellence SARNET of the EU 6th 
Framework Program, using different model approaches and codes

– CEA with ASTEC
– IKE with MEWA/VECO late phase modules of ATHLET-CD
– KTH with PECM method
– FZK/IBRAE with CONV CFD code

The code applications aim at assessing the capabilities of the existing 
modelling and identifying possible need for improvements as well as 
providing suppor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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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bjectives of the LIVE Program

The LIVE Program (Late In-Vessel Phase Experiments) experiments 
investigate

– Formation of melt pools in the core region
– Stability of melt pools in the core region
– Relocation of melt to the lower head of the RPV
– Formation and re-melting of crusts in the lower head
– Retention of the melt in the lower head of the RPV

Extension of the available experimental database for 
validation of computer codes
Definition of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s for accident 
control in operating reactors

The experimental program consists of three phases:
– LIVE Phase 1: Melt retention in the RPV lower head
– LIVE Phase 2: Relocation of melt into the RPV lower head
– LIVE Phase 3: In-vessel melt pool formation and behavior

4

LIVE Test Vessel and Instrumentation

Geometry
- 1:5 scaled RPV, Ø1 m, wall thickness ~30 mm
- cooling vessel to allow cooling by water or air
- heating furnace of ~220 l volume
- volumetric heating system
- maximum temperatures of up to 1100 °C
- central and non-central melt release
- non-symmetrical melt spreading

Facility Instrumentation
- heat flux sensors
- thermocouples
- mechanical sensors
- video (optical and IR) cameras
- weighing cells
- recording of the power input
- extraction of mel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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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tion of the LIV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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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of the thermocouples for the melt temperatur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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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 Generation and Melt Volumetric Heating

Homogeneous volumetric heating
- 6 spirally formed separately regulated 

heating planes with a total power of ~28 kW
- shrouded electrical resistance wires with a 

maximum temperature of up to 1100 °C

Tilting furnace of ~220 l volume
- maximum temperature1100 °C
- maximum power ~25 kW
- vacuum pump to extract the residual 

melt out of the test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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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nt Melts

sodium nitrate – potassium nitrate 
(NaNO3 – KNO3) binary melt

- eutectic temperature of 225 °C
- maximum solidus-liquidus

temperature range between
of ~60 K

- well-known material properties
- restricted to dry conditions

Option for future experiments: V2O5 Based Binary Melts
- eutectic temperature in the range of ~600 °C
- material properties unknown
- can be used in presence of water

8

LIVE-L1 Test Parameters

Central pour of 336 kg / 120 l of melt (20 mole% NaNO3, 80 
mole% KNO3) with initial temperature of 350 °C,
~ 31 cm melt pool height

Phase 1 (0-7220 s) : Air cooling, heating power 18 kW at the 
beginning, reduced to 10 kW at 3720 s

Phase 2 water (7220-82675 s) : Water cooling starting with 1.5 
kg/s, then reduced to ~47 g/s, heating power 10 kW 

Phase 3 (82675-102620 s) : Water cooling with ~47 g/s, reduced
heating power of 7 kW

Phase 4 (102620 s) : Power shutdown and melt extraction



9

LIVE-L1 Test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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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1 temperatures measured in the melt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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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1 Heat Fluxes through the Vesse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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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1 Heat Fluxes through the Vesse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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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t Formed in the LIVE-L1 Experiment

14

Crust Thicknes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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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1 Melt and Crust Composition

Before the test
(sample L1-M1)

After the test
(sample L1-M2)

Crust
(sample L1-C1)

Crust
(sample L1-C2)

K [w%] 30.597 28.102 38.883 37.960

Na [w%] 4.511 4.584 2.118 2.114

Na/K [w/w] 0.14742 0.16312 0.05447 0.05569

K  [mole %] 79.954 78.283 91.522 91.349

Na [mole %] 20.046 21.717 8.478 8.651

Na/K [mol/mol] 0.25071 0.27741 0.09263 0.09470

KNO3 [w%] 82.594 81.091 92.776 92.627

NaNO3 [w%] 17.406 18.909 7.224 7.373

16

Post-test Analysis of LIVE Experiments

Crust composition and morphology
Crust porosity
Heat conductivity of the crust:
estimated between 0.37 and 
0.66 W/(m K) 10 kW   7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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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post-test calculations of LIVE-L1 test

LIVE test L1 selected to compare the results of models with 
different degree of detail

– simplified, but fast running models implemented in the severe 
accident codes ASTEC and ATHLET-CD

– PECM model, which can be used for 2D/3D analysis

Calculations are complemented by analyses with the CONV code 
(thermal hydraulics of heterogeneous, viscous and heat-
generating melts) applied to the test LIVE-FS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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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modeling in ASTEC/DIVA

Objective: 
Simplified, fast running model to be applied within integral severe
accident code
Several layers can be modeled
(e.g. MASCA configuration)
Each layer associated with a
single temperature
Empirical heat transfer
correlations used for upwards,
downwards and sidewards
convective heat transfer
Different correlations for heated and unheated layers
For homogenous pool (as in LIVE-L1), 1-Layer description is to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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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modeling in ASTEC/DIVA

Upwards convective heat transfer: BALI correlation

Average sideways heat transfer to hemispherical part of vessel: 
BALI correlation

Angular variation of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heat flux)

Thermal resistance of crust is considered, assuming a linear, 
steady-state temperature profile in the crust
-> local crust thickness can be recovered from heat flux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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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model in ATHLET-CD modules MEWA and VECO

stratified zone

crust

unstable zone

crust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cold boundary layer cold plumes

boundary layer

qup

qsd

Objectives
– Realistic, but simplified description of thermal behaviour of molten 

pools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system code
– Flexible with respect to different geometric configurations of pools in 

core and lower head 
“Representative” model of pool (similar to FLUXBAIN model of Bonnet) 
coupled to quasi-continuum description in MEWA/VECO

boundary layer flow yields a sharp 
temperature gradient at the lateral 
wall
slow upwards flow in the central 
pool region yields stably stratified 
temperature profile
strong mixing in upper turbulent 
layer yields uniform temperature 
with a sharp gradient at the upper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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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model in ATHLET-CD modules MEWA and VECO

boundary layer approach + 
empirical correlation (Chawla-
Chan) yields sideways heat
transfer coefficient (Nusselt
number), boundary layer
thickness and layer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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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model in ATHLET-CD modules MEWA and VECO

Upwards heat transfer from upper turbulent layer described by empirical
correlation (Kulacki & Emara)

Time-dependent crust thickness (segments along boundary) described
by differential equation

Assumptions:
– Sharp interface between pool and crust (no mushy zone)
– Interface temperature between pool and crust equals Liquidus

temperature corresponding to melt bulk composition
– Quasi-steady parabolic temperature profile in the crust

)(RaRaRa9 228.0
topiii H=⋅0.38 = Nuup

L
Pqq

dt
dm decayvesselcrustcrustpoolcru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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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onvectivity Model (ECM) and Phase-change 
ECM (PECM)

Developed by KTH with the aim to enable sufficiently accurate and 
detailed analysis of heat transfer in a complex 3D geometry

Emphasis on computationally effective solution (compared to CFD 
simulations)

Implemented in the commercial CFD code Fluent through User Defined 
Function (UDF)

– Convenient for generating grids in complex geometry computational 
domains

– Pre- and post processing

– Numerical solver for convection-diffus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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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onvectivity Model (ECM) and Phase-change 
ECM (P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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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 Convectivity Model (ECM) and Phase-
change ECM (PECM)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s Nuup, Nuside and Nudown are determined from 
empirical correlations

– Nuup and Nudown from the Steinberner and Reineke correlations

– Nuside from Chawla and Chan correlation (laminar)

Extension to phase change problems through „mushy zone“ concept
– Local thermal equilibrium between solid and liquid parts of melt
– Liquid frac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between solidus and 

liquidus)
– Solid parts are fixed (convective transport only with liquid)
– Presence of a two-phase region (mushy zone) is taken into account 

by decreasing the characteristic velocities with increasing solid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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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of LIVE-L1 with ASTEC
1. Geometry = 2 macros 

1 lower plenum from –0,525m to 0m 
5 meshes in the wall thickness and
15 meshes along the curve

1 cylinder (mandatory) from 0m to 0,1m

2. Layer properties taken from : 
‘Ex-vessel core melt stabilization research’ BR Sehgal, ZL Yang 
Janvier 2002 / SAM-ECOSTAR-D6

3. Boundary conditions to model the test scenario: 
3.1 External cooling : Temperature on the lower plenum outer surface + 

heat exchange coefficient (calculated from temperature and flux measurements) 
at 7210s : water flow rate of 47g/s at 10°C

3.2 Power imposed in the pool 
at           0s : 18kW
at     3720s : 10kW (over-heating problem)
at   82675s :  7kW (to see the influence on crust formation)
at 102620s :  0kW (end of the tes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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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 temperature calculated with ASTEC v1.3
In DIVA, a homogeneous corium pool can not be properly modeled by several 
sub-layers 

one-layer pool modeling

1. Pool temperature globally follows the experimental results but

Temperature 10 to 20K lower after the beginning of ex-vessel cooling 
boundary conditions at the top (lid) ?
heat transfer laws ?
experimental uncertain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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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and outer vessel temperatures calculated
with ASTEC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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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t formation calculated with ASTEC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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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with MEWA/VECO poo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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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with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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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 and ACOPO correlations relatively close, but heat flux towards the vessel 
wall is underestimated and peak heat flux close to melt surface not reproduced 
Explanation:

– the correlations were derived for a cooled upper boundary (crust)
– For the LIVE-L1 experiment they predict a top to sideways partitioning of the

heat flux of about 35/65 (LIVE-L1: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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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ux distribution and melt temperatures calculated
with MEWA/VECO pool model

Good agreement for heat flux distribution with consideration of axial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10 kW heating period measured melt temperatures agree well with experiment
In 7 kW period melt temperatures are generally over-estimated 

sideways heat transfer coefficients under-estimated for the low power
Larger discrepancies during air cooling phase

quasi-steady flow pattern assumption probably not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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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and outer vessel temperatures calculated with
MEWA/VECO poo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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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crust thickness calculated with MEWA/VECO 
pool model

Crust thickness calculated using a heat conductivity of 0.45 W/(m K)
Taking not into account power dissipation inside the crust, crust thickness in lower part of 
vessel over-estimated
Heating of the crust approximately considered in lower third of the pool; Volumetric power 
assumed to be 30% of the volumetric power in the pool gives goo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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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ontour in K (the final state)

PECM calculation for LIVE-L1

Simulation performed in 3D 
geometry using an 
unstructured mesh modelling 
one fourth of the plenum 
Convection heat transfer at 
outer wall of the vessel, 
radiation from top melt 
surface to surroundings and 
to upper part of the vessel 
inner surface
Initial temperature is 330 °C
Experimental heating power 
applied to liquid volumes only 
(no source in c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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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evolution of vessel outer surface 
calculated with P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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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good agreement with measured inner and outer vessel temperatures
Temperature profile slightly more flat (IT 20 K lower at melt surface) than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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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ux distribution along the vessel wall
calculated with PECM

t = 15 h, P = 10 kW

t = 27 h,
P=7 kW

Heat flux profile obtained by PECM agrees well with heat flux measured at 
IT/OT 1, 3, 5 and 15 positions
Predicted peak heat fluxes in position IT/OT 11 higher than the experiment, 
explained by the boundary layer correlation implemented in the P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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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t thickness predicted with PECM

Generally good agreement
Calculated crust thickness in 
lower region thinner than 
experiment
Possible reasons:

– more cold liquid 
accumulated in lower 
region from upper 
inclined surfaces

– effect of non-uniform 
heating? 

No crust calculated at the 
upper edge of the melt pool, 
due to strong heat flux peak 
from the boundary lay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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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s with the CONV CFD code for LIVE FSt4 test

CONV is a 3-D thermal-hydraulic CFD code for the simulation of 
heat transfer due to conduction and convection in complex 
geometry with crust formation, etc. 
Developed at IBRAE within the RASPLAV project and further 
improved within the ISTC 2936 Project
Used at FZK for pre- and post test analyses of LIVE tests
Here: CONV code applied for the modelling of the LIVE FSt4 test

– Performed with water as working liquid
– During first 17930 s of the test a total heating power of app. 10 kW 

was applied homogeneously to the pool
– After reaching steady-state conditions, the power was completely 

switched off to observe the pool behaviour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liquid during the cool-dow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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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with the CONV CFD code for LIVE FSt4 test

nodalization scheme used in the 
calculations with CONV

Temperature distribution calculated with 
CONV at the steady-state phase of the 
test. 

stratification with respect to liquid temperature in the lower part of the pool 
(somewhat irregular due to specific location of the heaters)
temperature in the upper part of the pool is almost uniform (liquid well-
mixed due to intensive 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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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temperatures calculated with the CONV code for
the LIVE FSt4 test

calculations correctly describe the heat-up and cool-down phases with minor 
overestimation of the temperature values during the steady-state phase of the 
test

LIVE FSt4 experiment 
Temperature of liquid, R= 24.16 cm, φ = 17.84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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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ux profile calculated with the CONV code for the
LIVE FSt4 test

Calculations with assumed homogeneous heat generation in the liquid 
pool and with modeling of the spiral heaters 
Results show no critical difference in the heat flux distribution at the 
vessel wall → heating method seems to be adequate to simulate  
homogeneous heating

LIVE FSt4 experiment 
Heat flow to the vessel sid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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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large-scale tests performed at FZK through the LIVE program 
complement the experimental data on melt pool behavior
The tests support the analysis of core melt behaviour in the lower plenum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nd the validation of models to be used in 
severe accident codes
Joint analysis carried out in the frame of SARNET, using different codes
and modelling approaches
Results of code predictions are generally satisfying, given the respective
simplifications applied in the models
Some difficulties of the models are related to the weak cooling of the top
surface
Support for development of simplified models for SA codes is expected 
from further CFD applications (e.g. CONV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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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Future analysis should be extended to more detailed comparison and 
between codes and model approaches, especially concerning

– Heat flux distribution for different cooling conditions, especially
top/sideways splitting

– Modelling of the melt-crust interface (mushy or not?) and the
influence on crust formation and heat transfer

Joint analyses should be extended to additional LIVE test (experiments
already performed or under planning), in order to improve the modelling
and the verification basis

– Improved instrumentation, more defined boundary conditions
– Experiments with top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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