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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코드 개선 및 검증

○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코드 통합운 체제 개선

○ 신형중수로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 적용성 평가

연구개발의 내용

○ 기포반응도, 출력섭동, 감속재 등 안전현안 요소기술을 반 한 개선 안전해석 방법론 

및 체계수립

○ 감속재 3차원 CFD 해석

○ 계통 및 채널 최적 안전해석 방법론 평가

○ 안전해석절차서 개선 및 보완

 2. 연구결과

○ 격자용 코드(WIMS-CANDU ver. 1.0) 개발

○ 대형배관파단 사고 유형별 감속재 3차원 열수력 거동해석 모델 개발

○ CATHENA코드의 최적 핵연료채널 해석모델

○ 중수로 안전해석절차서 ver. 2.0

○ 최적 핵연료채널 모델 검증용 CFD 모델 개발 보고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중수로 핵심기술의 자립 및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 제고

○ 가동 중인 중수로의 안전성을 제고 및 제한된 중수로 전문인력의 유지/확보

○ 중수로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한 중수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중수로, 안전해석, WIMS-CANDU, CFX, 감속재,  CATHENA, 연계해석

체제, 노심/열수력 DB 시스템, 안전해석절차서

어

:CANDU, Safety Analysis, WIMS-CANDU, CFX, Moderator, CATHENA, 

Code Interlinking, Core/Thermal-hydraulic DB System, Safety Analys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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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중수로 안전해석체제 수립 및 요소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적

○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코드 개선 및 검증

○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 코드 통합 운 체제 개선

○ 신형중수로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 적용성 평가

○ 중수로 안전해석 절차서 개선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현안 해결에는 안전성 평가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수

로의 안전성 평가 기술의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수로 안전해석체제 구축, 안

전해석 방법론, 모델 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 경제·산업적 측면

중수로 핵심기술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 제고와 국외 원자력 기술 

수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사회·문화적측면

중수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수로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해석체제 확보 및 원천

기술의 자립화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되어야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기포반응도, 출력섭동, 감속재 등 안전현안 요소기술을 반 한 개선 안전해석 방법론 

및 체계수립

- WIMS-CANDU 개선 및 검증

- 출력펄스계산 및 과도해석체제검증

- WIMS-CANDU를 이용한 기포반응도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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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시 감속재 냉각도 계산 및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

○ 개선된 안전해석 체계를 국내 중수로 적용

- 핵연료채널의 PBD (Post Blowdown) 해석을 위한 3-D 열수력 및 복사열전달 평

가 상세 모델개발 및 검증

- 개선된 안전해석 체계 이용 LBLOCA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핵연료채널 해석

○ 웹기반 중수로 데이터베이스 확장 및 CANTHIS Beta 2.0 개발

○ 계통 최적 안전해석방법론 평가

- CANDU-6 적용가능 방법론 도출

- 최적해석방법론 선별적 적용방안 검토

○ 중수로 안전해석절차서 보완․개선

- 사고대상별 안전해석 절차서 보완

Ⅳ. 연구개발 결과

○ 격자용 코드(WIMS-CANDU ver. 1.0) 개발

- Pin-lattice 모델을 이용한 WIMS-CANDU의 검증

- 실험 자료(ZED-II, DCA)를 이용한 WIMS-CANDU 검증

- 기하학적 특성이 공명에너지 역에서의 중성자감속 근사에 미치는 향분석

- 중수형 원자로 설계용 코드의 공명반응 모델 분석

○ 과도시 감속재 과냉각도 계산 및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

- CFX10-CAMO 감속재 해석모델 개발

- CFX-10.0를 사용한 감속재 주입 Diffuser내의 유동해석

-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LBLOCA에 대한 감속재 해석 및 검증

○ 핵연료채널 CATHENA PBD 해석 모델 및 검증용 CFD 모델 개발

- 정상상태 CS28-1 실험 열유동 현상에 대한 CFD 해석

- CS28-2 실험자료의 CFD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 37봉 핵연료 채널에 대한 CFD 입력 모델 개발 및 예비 계산

○ 핵연료채널 CATHENA PBD 해석 모델 및 검증, 개선된 안전해석 체계 이용 

LBLOCA 핵연료채널 해석

- 카나다에서 도입된 기존의 핵연료채널 안전해석 체제인 CATHENA, CHAN-II 연

계해석체제를 CATHENA코드로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새로운 핵연료채널 해석체

제 및 관련 해석방법론을 구축하며, 그 타당성을 입증



- iii -

- CS28-1 정상/과도상태 해석 및 검증

- 경년화된 핵연료채널 실험 CS28-2 분석, CATHENA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 고온  핵연료 채널 실험 자료 웹 DB 에 확장 저장

○ 노심, 핵연료봉 사고해석 연계체제 확장 및 보완

- WIMS-CANDU와 RFSP 연계계산용 인터페이스 개발

- RFSP/CATHENA 코드 체계의 연계계산 흐름도 작성

- 중수로 핵연료의 성능 분석과 사고 시 핵연료의 거동 및 핵분열생성물 해석에 이용

되는 코드들을 정리하고, 이 중 ELESTRES, ELOCA, REDOU, COREFPR 코드들

에 대한 사용자 지침 작성

○ 신형중수로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 적용성 평가

- 최근 캐나다 AECL이 개발한 신형중수로 원자로인 ACR-7 (Advanced CANDU 

Reactor)에 대해 적용된 신규 안전해석방법론 조사 및 검토

○ 일반안전해석 절차서 개발

- 사고별 안전해석 절차를 문서화 및 규격화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중수로 안전현안 해결에 활용

- GAI95G04: LOCA시 기포반응도 불확실도 평가

- GAI95G05: 감속재 온도 예측

- GAI99G01: 안전해석의 체계적 QA

- GAI99G02: 안전해석용 전산코드 대체

○ 월성 현장 애로 사항 해결에 활용

- 증기발생기 감압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 평가에 활용 가능

- 증기발생기 세정시 안전성에 미치는 향 평가에 활용 가능

- 노심방재대책을 위한 노심손상량 계산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가능

- CANFLEX 상용화 추진시 CANFLEX 핵연료다발 사고해석에 활용 가능

○ 설계/운전 안전해석 코드 개선에 활용 (중수로 고유/일반 안전현안 해결에 활용)

- 3차원 감속재 해석을 통해 압력관 건전성 평가에 활용.

- 고온핵연료채널 실험검증용 CFX 모델개발 및 CHAN-II 코드의 CATHENA 코드 

대체

- 사고해석시 핵연료채널 Post-Blowdown 해석을 위한 사고해석방법론 개선에 활용

- CATHENA-CHAN-II 해석체제를 CATHENA-CATHENA 해석체계로 대체함으



- iv -

로써 비가용 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주입 LBLOCA시 핵연료

손상 및 채널파손에 대한 안전여유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중수로 인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LBLOCA시 안전해석업무에 활용

- 중수로 LOCA사고시 발생하는 출력 펄스 계산 과 같이 노심/열수력 반복계산이 필

요할 경우에 노심/열수력 연계계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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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of  Projects

Establishment of a Safety Analysis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Technology for CANDU Reactor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Objectives of  the Project

○ To improve the safety analysis codes and safety analysis methodology for a 

CANDU Design, Operation and Validate.

○ To develop an integrated operating system for the safety analysis codes for 

CANDU reactors

○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the ACR-7 safety analysis methodology to a 

CANDU-6 safety analysis. 

○ To improve the safety analysis procedures for CANDU reactors. 

Motivation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 Technological aspect;

   Securing a safety assessment capability is indispensible to confirm the reactor 

safety and to resolve the relevant safety issues. To achieve self-reliant 

CANDU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irst of all, the establishment of a 

CANDU safety analysis system including the related computer codes and 

safety analysis methodology,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lated analysis 

models and assessment technology is necessary. 

○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nuclear power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export nuclear technology abroad, thus 

contributing to a stable and steady growth of the domestic nuclear industry. 

○ Social and cultural aspect;

   To improve the public acceptance of a CANDU reator safety, securing the 

public trust in a CANDU reator safety is indispensible, and to this aim, 

securing a safety analysis system for confirming a reactor saf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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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liance of the fundamental technology is a priorit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Establishment of an improved safety analysis methodology and system 

including the void reactivity, power pulse, moderator subcooling and etc.. 

- Improvement of the WIMS-CANDU and its validation.

- Validation of the power pulse analysis and the transient reactor physics 

analysis system

- Assessment of the void reactivity effect using the WIMS-CANDU 

- Analysis of the moderator subcooling and pressure tube integrity during 

major accidents

 

○ Application of the up-to-date safety analysis methodology to a domestic 

CANDU plant safety analysi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3-D thermal-hydraulic and radiation heat 

transfer model for the 1-D CATHENA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model validation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1-D CATHENA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model

- Analysis of the applicable fuel channel analysis for both a blowdown and post 

blowdown during the postulated large break LOCAs without an ECC injection 

based on the new integrated fuel channel safety analysis methodology. 

○ Extension of the WEB based CANDU reactor data base and the development 

of a CANTHIS Beta 2.0 version.

○Assessment of the ACR-7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analysis methodology

- Selection of the safety analysis methods of ACR-7 applicable to CANDU-6

- Review the possibility of a selective application of the ACR-7 safety analysis 

methods to CANDU-6

○ Improvement and revision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procedures

- Improvement and revision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procedur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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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ccident scenarios.

Ⅳ. Research Results

○ Development of the lattice codes (WIMS-CANDU version 1.0)

- Validation of the WIMS-CANDU using a pin-lattice model.

- Validation of the WIMS-CANDU using experimental data (ZED-II, DCA)

- Validation of the interfacing programs by using a Wolsong physics 

commissioning test

- Analysis of the effect of bundle's geometric characteristics on an 

approximation of the neutron moderation in the resonance region

- Analysis of the resonance reaction model in the lattice code for PHWR design

○ Analysis of the moderator subcooling and pressure tube integrity during major 

accidents

- Development of the 3-D CFD Moderator subcooling analysis model  

(CFX10-CAMO)

- Analysis of the 3-D CFD analysis for the moderator injection nozzle diffuser

- Analysis of the moderator subcooling for the large break LOCA without an 

ECCS and a comparison with the FSAR result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FD model for a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against experiments CS28-1, 2 for a CATHENA model 

validation

- Steady state and transient analysis of CS28-1, 2 experiments using 

CATHENA and CFX10.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3-D thermal-hydraulic and radiation heat 

transfer model for the 1-D CATHENA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model validation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1-D CATHENA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model

- Development of the CFD model for the 37-element fuel channel channel 

analysis and a preliminary analysis.

○ Delvelopment of the CATHENA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model, 

and fuel channel analysis of a LBLOCA without an ECCS using th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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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grated fuel channel analysis methodology.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1-D thermal-hydraulic and radiation heat 

transfer model based on the CATHENA code for the CS28-1, 2 experiments.

- Analysis of the fuel channel analysis for both a blowdown and post 

blowdown during the postulated large break LOCAs without a ECC injection 

based on the new integrated fuel channel safety analysis methodology

○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interfacing into the accident analysis system 

of the reactor core and fuel element 

- Development of the interface program for performing the integrated analysis 

of WIMS-CANDU and RFSP.

- Preparation of the flow chart that describes the RFSP/CATHENA coupled 

analysis

- Prepartion of the computer codes for the fuel performance analysis, the fuel 

behavior analysis and the fission products analysis, and their input deck,

- Preparation of the computer codes' user  guidelines by using the users 

manual for these computer codes.   

○Assessment of the ACR-7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analysis methodology

- Review of  the safety analysis methods of ACR-7 and a selection of those 

methods of ACR-7 applicable to CANDU-6

-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a selective application of the ACR-7 safety 

analysis methods to CANDU-6

○ Improvement and revision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procedures

- Improvement and revision of the CANDU safety analysis procedures for 

individual accident scenarios.

Ⅴ. Ap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 Used to resolve the following CANDU safety issues;

- GAI95G04: Assessment of the void reactivity uncertainty

- GAI95G05: moderator temperature subcooling prediction

- GAI99G01: Systematic QA of the safety analysis

- GAI99G02: Replacement of the safety analysis compute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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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be used to resolve the Wolsong site problems

- Applicable to assess the effect of a S/G pressure decrease on a reactor safety

- Applicable to assess the effect of a S/G primary and secondary side cleaning 

on a reactor safety

- Applicable to a core damage estimation computer program

- Applicable to a CANFLEX fuel accident analysis if necessary

○ Applicable to a safety analysis code improvement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 CANDU reactor  (To be used to resolve the CANDU generic 

and general safety issues) 

- To be used to confirm a pressure tube integrity by he 3-D moderator 

temperature subcooling analysis

- Development of the 3-D CFX and 1-D CATHENA models for the 

post-blowdown analysis for the high temperature thermal-chemical 

experiments and a replacement of the existing CHAN-II code by the 

CATHENA code with an improved model.

- To be used to improve the fuel channel post-blowdown analysis methodology 

of a large break LOCA without an ECCS for a larger safety margin.

- To be used for better human error-free safety analyses for those laborous 

routine analysis works such as the coupled neutronic/thermalhydraulic power 

pulse analysis, and the blowdown and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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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5년 월성 1호기 상업운전과 함께 중수로에 대한 약 22년의 운전경

험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4기의 중수로는 계속 운 해야 하는 바, 이들 중수로의 지

속적 안전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안전현안 평가체제 및 요소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제 2차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2002년부터 ∼ 2005년까지의 2단계 연

구 기간 동안에 국내 가동중 중수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IAEA와 중수로 운 국

들을 중심으로 도출된 100개 항목의 일반안전현안중 국내 적용항목 도출을 위한 노력

이 KINS 주관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약 30개 항목을 

도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도출된 일반안전현안에 대해서 규제입장 및 대처방안 수립

을 위하여 “대형배관파단사고(LBLOCA)와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의 작동 불능시 

기포반응도 향에 의한 출력펄스 발생시 핵연료채널의 건전성 평가”, “감속재 열침원 

기능 건전성 평가”, “압력관 크립에 의한 노물리 특성 및 안전성 평가” 등이 수행되었

다.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중수로 안전성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캐나다 AECL의 설계·

운 에 관한 안전해석체제 수립의 일환으로 중수로용 노심격자코드를 개발을 통해 얻

어진 연구결과를 캐나다 AECL 등에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계통 안전해석코드

(CATHENA)에 대한 개선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 원전의 상세 열수력 안전

해석(3D)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KAERI 수행)에서도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도입

하여 “감속재 온도 예측”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 으며, 그 모델을 산업

체에 제공하여 “CANFLEX-NU 실용화”과제의 안전해석(KOPEC 수행)에 적용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중수감속임계로(DCA) 실험자료에 대한 

노물리 특성의 해석결과를 AECL에 제공한 바 있으며, AECL로부터 연소된 핵연료에 

대한 실험 결과를 포함한 37 핵연료봉(CANDU-6)에 대한 실험자료를 제공받아 노물

리 격자코드(WIMS-CANDU) 검증에 활용하 다. 한편, KAERI/AECL JRDC (Joint 

Research Development Center)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중대

사고 TROI 실험보고서와 AECL에서 수행된 LBLOCA 시 고온 핵연료채널 실험보고

서의 기술자료 교환 MOU를 체결하 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LBLOCA시 Post-blowdown 해석에 있어 현재의 CATHENA-CHAN 이중 코드 계산

시스템을 CATHENA-CATHENA 단일 코드 계산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계산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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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신뢰성 개선에 활용하 다.

지금까지 중수로 기술 관련 전산코드 체계의 지속적인 개량과 중수로 안전성 관련 

기술 개발을 위주로 하 으나, 본 3단계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중수로 설계 안

전성 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수로의 안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중수로 전문인력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중수로 안전연구가 지속적, 안정적으

로 추진될 경우에 가동중 중수로의 기술력의 계승 및 자립화를 이루어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가동중 중수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해석체제 수립 및 원천기술의 자

립화를 위하여 수행한 단계별 세부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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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요 연구 내용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코드 개선 및 

검증

◦ 기포반응도 향 평가 및 안전여유도 평가

  - WIMS-CANDU 개선 및 검증

  - 출력펄스계산 및 과도해석체제 검증

  - WIMS-CANDU에 대한 기포반응도 향 평가

◦ 과도시 감속재 과냉각도 계산 및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

  - 감속재 해석모델 CFX10-CAMO 개발

  - LBLOCA 사고과도시 감속재 과냉각도 계산 및 압력관 건전성 

평가

◦ 핵연료채널 CATHENA PBD 해석 모델 및 검증용 CFD 모델 개발

  - CS28-1,2 실험자료의 CFD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 핵연료채널 3-D 열수력 및 복사열전달 평가 상세모델 개발

  - CATHENA PBD 모델 개발 및 검증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코드 

통합운 체제 개선

◦ 노심, 핵연료봉 사고해석 연계체제 확장 및 보완 

  - WIMS-CANDU/RFSP 연계프로그램 개발

  - RFSP/CATHENA 연계프로그램 개발

  - 핵연료 성능 및 사고해석코드 연계체제 확립

◦ 웹기반 중수로 DB 확장 및 CANTHIS Beta 1.5 개발

신형중수로 신규 

안전해석방법론 적용성 

평가

◦ 신형중수로 안전해석 방법론 자료 검토

◦ 신규 안전해석방법론의 CANDU-6 적용성 평가

중수로 안전해석절차서 

보완·개선

◦ 미 CE사의 안전해석절차서 분석 및 검토

◦ 미 CE사 안전해석 절차서의 CANDU-6 적용성 검토

◦ 사고대상별 안전해석 절차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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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 코드체제 개선 및 검증

제 1 절  기포반응도 향 평가 및 안전여유도 평가

1. WIMS-CANDU 격자코드 개발 및 검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국내․외에서는 운전 중 중수로의 가동 년 수가 수십 년을 경과하는 등 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중수

로 보유국의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안전성 평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중

수로 노심의 안전 해석을 위한 코드체계는 기술종주국인 캐나다로부터 도입되고 1.5군 중

성자 에너지군 모형에 기반을 둔 POWDERPUFS-V/RFSP 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

근엔 RFSP 코드를 중심으로 완전한 2군 모형으로 개선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캐

나다에서는 2군 모형을 이용한 WIMS-AECL/RFSP 코드를 이용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하

기 위해 검증 작업이 수행 중이다.

한편, 가동 중 원전의 핵연료와 안전성 확보기술은 대부분 원전 공급국인 캐나다에 의

존하여 기술을 도입․사용하여 왔으며, 국내 연구개발도 경수로에 집중화되어 중수로에 

대한 기술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국내 중수로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심해석을 위한 격자코드 개발과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코드를 이용하여 노심해석을 하기 위해 2군 모형의 RFSP와 연계작업도 수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재 상실사고 시 기포반응도 계산 체계 개선을 통한 중수로 안전해

석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WIMS-CANDU를 기반으로 중수형 원자로에 적합한 코드를 개

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함과 기술 자립화에 필수적인 중수로 안전

해석 방법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나. 실험 자료를 이용한 WIMS-CANDU 검증

중수로 안전해석을 위한 노물리 격자 코드로서 개발 중인 WIMS-CANDU를 검증하

기 위하여 TRX-1과 BAPL-1 등의 Pin-lattices와 DCA, ZED-II 실험데이터를 이용하

여 코드계산을 수행하고 실험값과 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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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n-lattice 모델을 이용한 WIMS-CANDU의 검증

WIMS-CANDU 코드의 핵자료 데이터 중 U
238
의 흡수단면적을 개선하여 핵자료라이

브러리를 업데이트하고, TRX-1, TRX-2, Bapl-1, Bapl-2, Bapl-3 등 Pin-Lattice를 이

용하여 격자계산을 수행하 다.

(가) 라이브러리와 Pin-lattices

핵자료 데이터 ENDF/B-VI를 이용하여 NJOY 핵자료 라이브러리 생성 시스템을 이

용하여 WIMS-CANDU용 라이브러리를 생성하 고, WIMS-AECL의 U
238
 흡수단면적

을 이용하여 WIMS-CANDU의 라이브러리를 개선하 다. Pin-lattice TRX와 BAPL 격

자는 경수의 감속재를 갖고 실온에서 가동되는 모델로서 TRX의 핵연료는 1.3wt% 농축

우라늄이고, BAPL의 핵연료는 천연우라늄이다. Pin-lattice에 대하여 69군 라이브러리를 

갖는 WIMS-CANDU와 MCNP, 89군 라이브러리의 WIMS-AECL를 이용하여 격자 계

산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비교된 노물리 변수는 유한증배계수와 다음의 4가

지 반응율이다. 

․rho-28: the ratio of capture reaction in U
238
 above 0.625eV to those below 0.625

․del-25: the ratio of fission reaction in U
235
above 0.625eV to those below 0.625

․del-28: the ratio of fission reaction in U
238
to those in U

235

․C.R(C
*
).: the ratio of capture reaction in U

238
 to fission reaction in U

235

(나) 계산 결과

TRX, BAPL등 Pin-lattice에 대해 WIMS-CANDU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rho-28

을 제외한 유한증배계수, del-25, del-28, Conversion Ratio(C
*
)의 값은 실험 오차범위이

내에서 실험치 및 코드 계산 결과와 잘 맞는다. 그러나 rho-28의 값의 경우 

WIMS-CANDU의 결과는 실험치와 큰 오차를 보이는데, 이는 다른 코드의 결과보다 큰 

수치로서 U
238
의 반응단면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공명 역에서의 단면적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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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Pin-model 에 대한 유한증배계수 및 reaction rate의 비교

k-eff (C-E)/E
(%) rho-28 (C-E)/E

(%) del-25 (C-E)/E
(%) del-28 (C-E)/E

(%) C.R. (C-E)/E
(%)

TRX1 EXP 1.00000 ±0.030 1.3200 ±1.591 0.0987 ±1.022 0.0946 ±4.334 0.7970 ±1.004

CANDU ENDF6 0.99515 -0.485 1.3730 4.015 0.0979 -0.811 0.0980 3.594 0.8000 0.376

MCNP Rev.3 1.3528 2.487 0.0984 -0.270 0.0985 4.091 0.7973 0.033

WIMS ENDF5 0.99499 -0.501 1.3496 2.242 0.0996 0.922 0.0991 4.799 0.7945 -0.312

ENDF6 0.99531 -0.469 1.3307 0.810 0.0996 0.905 0.0988 4.406 0.7880 -1.133

TRX2 EXP 1.00000 ±0.11 0.8370 ±1.912 0.0614 ±1.303 0.0693 ±5.051 0.6470 ±0.927

CANDU ENDF6 0.99531 -0.469 0.8620 2.987 0.0602 -1.954 0.0700 1.010 0.6450 -0.309

MCNP Rev.3 0.8477 1.278 0.0604 -1.668 0.0700 1.003 0.6434 -0.563

WIMS ENDF5 0.99603 -0.397 0.8425 0.657 0.0610 -0.684 0.0704 1.544 0.6404 -1.020

ENDF6 0.99500 -0.500 0.8313 -0.682 0.0610 -0.684 0.0702 1.299 0.6366 -1.601

BAPL1 EXP 1.00000 ±0.07 1.3900 ±0.719 0.0840 ±2.381 0.0780 ±5.128

CANDU ENDF6 0.99894 -0.106 1.4280 2.734 0.0826 -1.667 0.0760 -2.564

MCNP Rev.3 1.4113 1.532 0.0831 -1.038 0.0759 -2.634

WIMS ENDF5 1.00072 0.072 1.4116 1.550 0.0842 0.274 0.0765 -1.974

ENDF6 1.00088 0.088 1.3874 -0.186 0.0839 -0.131 0.0755 -3.192

BAPL2 EXP 1.00000 ±0.06 1.1200 ±0.893 0.0680 ±1.471 0.0700 ±5.714

CANDU ENDF6 0.99825 -0.175 1.1890 6.161 0.0675 -0.735 0.0654 -6.571

MCNP Rev.3 1.1688 4.354 0.0675 -0.748 0.0650 -7.099

WIMS ENDF5 1.00067 0.067 1.1714 4.588 0.0686 0.824 0.0658 -6.029

ENDF6 1.00035 0.035 1.1520 2.858 0.0683 0.426 0.0650 -7.157

BAPL3 EXP 1.00000 ±0.032 0.9060 ±1.104 0.0520 ±1.923 0.057 ±5.263

CANDU ENDF6 0.99813 -0.187 0.9294 2.583 0.0519 -0.192 0.0534 -6.316

MCNP Rev.3 0.9157 1.076 0.0520 -0.077 0.05353 -6.084

WIMS ENDF5 1.00102 0.102 0.9175 1.267 0.0526 1.115 0.05398 -5.298

ENDF6 1.00024 0.024 0.9029 -0.344 0.0524 0.712 0.05335 -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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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A(Deuterium Critical Assembly) 실험 자료를 이용한 검증

중수임계감속로(DCA)에 대해 WIMS-AECL과 WIMS-CANDU를 이용하여 유한증

배계수와 기포반응도를 계산하여 실험결과와 비교 평가하 다.

DCA는 중수 감속재와 경수 냉각재를 사용하는 압력관 타입의 실험로로서 노심 물리 

현상의 연구를 위해 설계되었다. DCA의 노심 특성은 중수형 원자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DCA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WIMS-CANDU를 검증하고자 하 다.

DCA의 격자 길이는 22.5cm이고 1.2wt% UO2   핵연료를 사용하며 냉각재의 기포분율

은 0, 30, 70, 86.7, 100%에 대해 측정된 버클링을 사용하여 코드계산을 수행하 다. 사용

된 코드는 69군 중성자의 핵자료 라이브러리를 갖춘 WIMS-CANDU와 WIMS-D5, 그

리고 89군의 핵자료라이브러리를 갖춘 WIMS-AECL이며, 비교된 노물리 변수는 유한증

배계수와 기포반응도이며, 계산된 코드 결과를 실험 자료와 비교 평가하 다.

그림 2.1.1 28개봉의 1.2wt% DCA 핵연료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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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측정된 버클링을 이용한 유한증배계수

기포

분율

(%)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측정된 버클링

WIMS-CANDU WIMS-D5 WIMS-AECL AXIAL RADIAL MATERIAL

0 1.01369 1.01014 1.00396 8.59 2.48 11.07

30 1.01380 1.00982 1.00373 8.49 2.47 10.96

70 1.01153 1.00784 1.00108 7.77 2.47 10.24

86.7 1.01023 1.00628 1.00050 7.66 2.47 10.13

100 1.01015 1.00625 1.00030 6.47 2.36 8.83

표 2.1.3 기포분율 변화에 따른 기포반응도

기포

분율

변화

(%)

기포반응도
Experime

nt

WIMS-CANDU WIMS-D5 WIMS-AECL Value Error

0→30 0.106 -0.319 -0.225 -0.471 0.06

0→70 -2.105 -2.259 -2.868 -3.802 0.26

0→87 -3.383 -3.801 -3.442 -4.346 0.31

0→100 -3.461 -3.831 -3.644 -4.380 0.43

그림 2.1.2 기포분율에 따른 

유한증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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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기포분율 변화에 대한

냉각재 기포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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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된 버클링을 이용하여 유한증배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코드에 의한 계산

이 실험치(keff=1)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특히, WIMS-CANDU의 값이 실험치

와 비교할 때 평균 11.8mk 높게 (WIMS-D5는 8mk, WIMS-AECL은 2mk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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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을 볼 때, WIMS-CANDU에서의 U
238
에 대한 resonance treatment를 

다시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 DCA의 기포반응도는 CANDU 타입의 원자로와 달리 격자길이가 짧고 경수를 냉

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는다.

- 기포반응도에 대한 코드 계산 결과가 실험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WIMS-CANDU와 WIMS-D5의 계산 결과는 기포분율의 변화가 0%에서 70%로 

변할 때 실험값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ZED-II 실험자료를 이용한 검증

(가) ZED-II 실험과 물질 버클링

ZED-II는 천연우라늄의 연소되지 않은 새 핵연료와 CANDU형 원자로의 핵연료 주

기의 중간상태를 모사하는 MOX 핵연료에 대한 물질 버클링과 냉각재 기포분율의 변화에 

대한 버클링의 변화를 결정하기 위한 수행된 실험이다. D2O 와 공기가 냉각재로 사용되고 

채널온도가 25
o
C에서 300

o
C까지 변화함에 따른 반응도 변화에 대한 실험도 수행되었다.

ZED-II에서 사용된 핵연료 채널은 Zr-Nb 압력관과 지르칼로이-2 칼란드리아관의  5

개의 다발로 구성되며, MOX 핵연료는 0.368wt% U
235
와 0.3wt% Pu을 포함하며, 핵분열

생성물로 인한 반응도를 모사하기 위해 0.5wt%의 Dy 포함하 다. MOX 핵연료의 구성

성분은 다음과 같다.(표 2.1.4)

실험으로부터 얻은 버클링을 이용하여 새로운 핵연료(Fresh fuel)와 중간 연소도를 

갖는 MOX 핵연료에 대해 WIMS-AECL과 WIMS-CANDU를 이용하여 격자 계산을 수

행한 결과,

- 중수 냉각재를 갖는 새로운 핵연료에 대해 WIMS-AECL과 WIMS-CANDU의 결

과는 실험값과 비교할 때, 각각 1.84mk와 3.4mk 높게 나타나고, 기포 상태의 냉각

재를 사용한 경우 WIMS-AECL과 WIMS-CANDU의 결과는 각각 5.07mk과 

7.31mk 높게 나타난다. 

- MOX 핵연료에 대해 중수 냉각재를 사용했을 때는 WIMS-AECL과 

WIMS-CANDU에 대하여 각각 0.4mk와 -3.8mk 높게 나타나며, 기포 냉각재의 경

우는 1.4mk와 -3.2mk 높게 나타난다.

- 실온에서의 실험에서는 임계 버클링을 사용하여 중수 냉각재를 사용했을 때는 

WIMS-AECL은 2.9mk 높게 나타나며, WIMS-CANDU는 2.9mk 낮게 나타난다. 



- 11 -

기포상태에서는 WIMS-AECL은 5.0mk, WIMS-CAND는 3.1mk 높게 나타난다.

표 2.1.4 MOX 핵연료의 구성성분

Nuclide
Percent by Weight

In Fuel
Atom Fraction

Number Density
(atoms/barn cm)

U-234

U-235

U-236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Dy-156

Dy-158

Dy-160

Dy-161

Dy-162

Dy-163

Dy-164

O-16

1.18E-3

0.3232

 1.142E-3

87.512

 4.856E-4

0.1916

 6.335E-2

 6.238E-3

 2.703E-3

 5.861E-3

 2.199E-5

 3.854E-5

 9.930E-4

 8.239E-3

 1.121E-2

 1.103E-2

 1.253E-2

11.847

 6.964E-6

 1.238E-3

 4.354E-6

  0.3309

 1.834E-6

 7.214E-4

 2.375E-4

 2.329E-5

 1.005E-5

 2.118E-5

 1.269E-7

 2.196E-7

 5.589E-6

 4.608E-5

 6.230E-5

 6.094E-5

 6.887E-4

  0.666

4.912E-7

8.730E-5

3.071E-7

2.334E-2

1.293E-7

5.088E-5

1.675E-5

1.643E-6

7.088E-7

1.543E-6

8.951E-9

1.549E-8

3.942E-7

3.250E-6

4.395E-6

4.298E-6

4.851E-6

4.702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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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버클링과 유한증배계수

Moderator 
purity 
(%D2O)

Moderator 
Temperature 

(
o
C)

Fuel 
Type

Coolant
Buckling

(m-2)

WIMS-AECL

(ENDF/B-VI)
WIMS-CANDU

99.569

wt%
23.43

o
C

D2O 3.572 1.00184 1.00388

FNU air 3.884 1.00507 1.00731

change 0.312 0.00323 0.00343

99.569

wt%

D2O 0.520 1.00037 0.99524

23.43
o
C MOX air 1.178 1.00139 0.99682

change 0.658 0.00102 0.00128

표 2.1.6 Fresh 핵연료에 대한 water heating 실험으로부터 얻은 버클링

Channel 
temperature

(
o
C)

Coolant 
density 

(g cm
-3
)

Upper 
extrapolation 
distance(cm)

Lower 
extrapolation 
distance(cm)

Moderator 
level(cm)

Buckling(m
-2
)

25 1.104 4.804 30.851 223.505 3.336

50 1.095 4.805 30.860 224.109 3.301

100 1.063 4.808 30.893 225.175 3.227

150 1.016 4.813 30.941 226.063 3.162

200 0.956 4.820 31.002 226.766 3.115

250 0.881 4.828 31.080 227.710 3.079

300 0.781 4.838 31.181 227.283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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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Fresh 핵연료에 대한 gas heating 실험으로부터 얻은 버클링

Channel 
temperature 
(
o
C)

Coolant 
density

(g cm
-3
)

Upper 
extrapolation 
distance(cm)

Lower

extrapolation 
distance(cm)

Moderator 
level(cm)

Buckling(m
-2
)

25 0.0012 4.921 31.981 215.874 3.679

50 0.0012 4.921 31.981 216.107 3.662

100 0.0012 4.921 31.981 216.604 3.629

150 0.0012 4.921 31.981 217.102 3.596

200 0.0012 4.921 31.981 217.599 3.564

250 0.0012 4.921 31.981 218.054 3.533

300 0.0012 4.921 31.981 218.526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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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WIMS-AECL과 WIMS-CANDU를 이용한 

D2O와 공기 냉각재의 온도 변화에 대한 유한증배계수 

Channel 
temperature

(
o
C)

Coolant 
density 

(g cm
-3
)

Buckling 

(m
-2
)

WIMS-AECL

(ENDF/B-V)

k-effective

WIMS-CANDU 

k-effective

D2O water 
coolant

25 1.104 3.336 1.00667 0.99706

50 1.095 3.301 1.00717 0.99750

100 1.063 3.227 1.00855 0.99895

150 1.016 3.162 1.00995 1.00045

200 0.956 3.115 1.01115 1.00175

250 0.881 3.079 1.01250 1.00312

300 0.781 3.063 1.01387 1.00457

Void coolant

25 0.0012 3.679 1.01165(5.0) 1.00014(3.1)

50 0.0012 3.662 1.00940(2.2) 1.00071(3.2)

100 0.0012 3.629 1.01052(2.0) 1.00185(2.9)

150 0.0012 3.596 1.01165(1.7) 1.00294(2.5)

200 0.0012 3.564 1.01274(1.6) 1.00401(2.3)

250 0.0012 3.533 1.01380(1.3) 1.00505(1.9)

300 0.0012 3.502 1.01487(1.0) 1.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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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Gas heating 실험에서의 

MOX 핵연료에 대한 감속재의 critical height

Channel 
temperature

(
o
C)

Coolant density 
(g cm

-3
)

Upper 
extrapolation 
distance (cm)

Lower 
extrapolation 
distance (cm)

Moderator 
level (cm)

25 0.0014 5.35 32.1 228.936

50 0.0014 5.35 32.1 229.021

100 0.0014 5.35 32.1 229.184

150 0.0014 5.35 32.1 229.335

200 0.0014 5.35 32.1 229.466

250 0.0014 5.35 32.1 229.575

300 0.0014 5.35 32.1 229.688

표 2.1.10 Water heating 실험에서의 

MOX 핵연료에 대한 감속재의 critical height 

Channel 
temperature(

o

C)

Coolant density 
(g cm

-3
)

Upper 
extrapolation 
distance (cm)

Lower 
extrapolation 
distance (cm)

Moderator 
level (cm)

25 1.104 4.79 31.1 235.450

50 1.095 4.79 31.1 235.485

100 1.063 4.81 31.1 235.428

150 1.016 4.83 31.2 235.209

200 0.956 4.86 31.2 234.843

250 0.881 4.90 31.3 234.290

300 0.781 4.95 31.4 233.619

(나) ZED-II 실험자료를 이용한 WIMS-CANDU 검증

ZED-II 실험자료에 대해 WIMS-CANDU와 WIMS-AECL을 이용하여 0 MWD/Te

와 4MWD/Te에서 유한증배계수, 냉각재 온도에 대한 유한증배계수와 냉각재 순도에 대

한 유한증배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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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Fuel type에 따른 버클링(ZED-II 실험)

37 FNU
*

37 MOX
**

28 FNU

Cooled case 3.828 0.952 3.793

Voided case 4.124 1.477 4.039

                   *37 FNU: 37 element fresh natural uranium fuel

                   **37 MOX: 37 element mixed oxide fuel 

그림 2.1.4 Fuel type에 따른 

버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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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Fuel type에 따른 

유한증배계수(냉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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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Fuel type에 따른 

유한증배계수(기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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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냉각재 온도에 따른 

측정된 버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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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37-element FNU에 대한 

유한증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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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37-element MOX에

대한 유한증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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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냉각재 순도에 대한 

유한증배계수 (37-element F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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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냉각재 순도에 대한 

유한증배계수 (37-element 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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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버클링을 이용하여 WIMS-AECL과 WIMS-CANDU 코드 계산 결과,

- 유한 증배계수는 냉각상태에서의 실험치인 1과 근사한 결과를 보이나, 기포상태에

서 37 FNU 핵연료의 경우 WIMS-CANDU의 계산결과가 실험치와 차이가 크다. 

(그림 2.1.5, 그림 2.1.6).

- 냉각재 온도 변화에 대한 유한증배계수는 WIMS-CANDU의 값이 실험치와 근사

하게 나타난다. (그림 2.1.8, 그림2.1.9)

- 냉각재 순도에 대한 유한증배계수는 WIMS-AECL의 결과가 실험치와 근사한 결과

를 보인다 (그림 2.1.10, 그림 2.1.11)

- 전반적으로 WIMS-CANDU 계산 결과는 WIMS-AECL과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와 적은 오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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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및 활용

WIMS-CANDU를 이용하여 기포반응도 평가 및 안전운전 여유도 평가에 활용하고, 

WIMS-CANDU/RFSP 체제를 이용하여 중수로의 노심안전해석 수행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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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형 원자로의 노심 격자 해석에서의 공명 역 모델 개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CANDU형 원자로의 냉각재 기포반응도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

에 LOCA, LORA 등 노심의 열적 평형상태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서 냉

각재에 비등이 발생하면,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면서 출력이탈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소위 

출력 펄스현상이 나타난다. CANDU형 원자로가 서로 다른 2종의 운전정지계통(SDS1, 

SDS2) 설계개념을 채택한 것은 이런 가상사고의 조기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사고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출력 및 핵연료온도는 기포반응도계수 값의 크기에 따라 상당

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값의 신뢰도는 원자로 및 핵연료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1980년대 이후 CANDU 노심설계 및 동특성해석에 사용되어온 이론적 방

법이나 코드체계는 POWDERPUFS-V, MULTICELL, RFSP, CERBERUS가 골격을 

이루며, 노심의 역별로 시간평균 연소도에 대응하는 균질노심격자 1.5군 군정수를 공통

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취약점은

- 핵연료다발 및 채널 별 연소도 분포의 시간변화 효과와

-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수평 채널에서 발생기포의 분포변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내포된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보수성을 고려하여 사고해석 및 

안전성평가를 수행하 고, 이를 근거로 운전절차를 수립하 다.

그러나 월성 1호기와 같이 운전 년수의 증가와 더불어 재료특성, 기기성능 및 운전조

건의 변화로 열적 여유도의 감소가 우려되어 보수성과 여유도의 정량적 관계 재평가를 통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운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심격자 핵설계 방법에 내제된 보수성의 

요소를 분류하면,

1) 1.5군 군정수의 오차 범위 및 허용 보수성,

2) 기포형성의 공간 및 시간변화율에 대한 중성자 스펙트럼 효과,

3) 역별 평균연소도 노심의 출력분포에 허용된 보수성,

4) 분포함수 노심모델과 점함수 동특성모델에서 기포반응도계수 유효성 및 등가성,

5) 수치해석의 오차 범위 및 허용 보수성,

6) LOCA 및 LORA 등 비정상 열적 불균형상태에서 감속재 온도변화의 핵적 효과,

7) 2상류의 비대칭성 및 비균질성 flow regime 효과,

8) 기타 미확인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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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각 요소의 향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볼 때, 1), 3), 4), 

5), 6) 및 7)에 대해 기존 CANDU 격자설계 방법론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WIMSD 계열의 코드로 CANDU와 같이 감속재 역이 큰 격자를 모사할 때 나타나는 고

유 문제인 2)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성자감속현상을 다루는 수

송이론에서 공명에너지 역의 근사방법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연구가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WIMSD 계열의 코드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핵자료 라이브

러리를 수집하여, 주 핵종에 대한 공명에너지 역의 반응단면적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핵종 및 에너지 역과 CANDU 격자에서의 효과를 분석한다.

나. 기하학적 특성이 공명에너지 역에서의 중성자 감속 근사에 미치는 향 분석

원자로물리이론에서 공명 반응률은 핵분열로 생성된 고속중성자가 주변물질의 원자핵

과 충돌하여 에너지를 잃으면서 저속중성자 역으로 감속 및 확산되는 과정을 지배하는 

중성자평형방정식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

핵분열반응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가 무한매질 내에서 구성물질의 원자핵들과 충돌하

면서 감속되는 과정에서의 중성자스펙트럼, φ (E )는 중성자평형방정식

     Σ t (E )φ (E ) −  
E

∞
Σ s (E →E )φ (E )dE  =  St (E )

의 해이다. 여기서 St (E )는 핵분열생성중성자를 포함하는 에너지 E를 갖는 중성자원의 

총합이다.

따라서 E가 핵분열에너지스펙트럼를 충분히 벗어난 공명에너지 역으로서 다른 중

성자원이 없다면, St (E ) =  0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 감속이 대부분 수소원자핵과의 

산란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면 미분 산란반응단면적은 

     Σ
H
s (E→E ) =

ΣH
s (E )

E
,  0 ≤ E ≤ E

로 근사할 수 있으며 적분 상한경계치를 공명흡수 역의 최대에너지, Eu로, 그리고 공명

역의 중성자원을 Eu에서의 감속 도, qr = qsd (Eu )라고 하면  위 식의 해는

     φ (E ) =
qr

EΣ t (E )
exp









−
E

Eu Σ a (E )

Σ t (E )
d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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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공명 역에서의 중성자스펙트럼, φ (E )를

     φ0 (E )≡ qr

EΣt (E )
와

     p (E ) =  exp








−
E

Eu Σ a (E )

Σ t (E )
dE
E

로 분리하여

φ0 (E )를 무손실 중성자스펙트럼(loss-free spectrum), p (E )를 공명이탈확률

(resonance escape probability)로 정의한다. 특히 φ0 (E )를 흡수반응을 무시할 경우의 

해,

     φ (E ) =
qr

EΣH
s (E )

와 비교할 때, 공명에너지 역의 에너지, E에서 1/ΣH
s (E )에 대응하는 1/Σt (E )  정

도의 스펙트럼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를 자기차폐(self-shielding)효과라 정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심격자는 감속재와 핵연료에 포함하는 다양한 핵종으로 구성되

므로 공명 역의 전반응단면적, Σt (E )값이 중성자스펙트럼에 미치는 자기차폐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격자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노심 핵설계에서 공명흡수를 취급하는 근사방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근본원리는 핵분열중성자가 한번 탄성산란반응에 의해 잃는 에너지손실, △E

와 공명첨점의 에너지간극, Γ의 상대적 비교에 근거한다. 즉 Γ가 모든 종류의 핵종과의 

탄성산란에 의한 에너지손실 △E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인 협폭공명 근사법

(narrow-resonance approximation: NR)과 중핵종과의 충돌에 의한 △E가 Γ와 대응하

는 크기 경우인 광폭공명 근사법(wide-resonance approximation) 또는 협폭공명 무한질

량 근사법(narrow -resonance infinite-mass approximation: NRIM)이다.

수소를 포함하는 균질매체에서의 공명첨점에너지 간의 거리가 충분하게 클 때, NR 근

사법은 좁은 공명에너지띠, △Er  안으로 산란되는 중성자 충돌 전 에너지가 넓은 역에 

분포하고, △Er  안에서 공명흡수에 의한 스펙트럼 향이 작기 때문에 산란중성자원의 

에너지 분포는 공명첨점이 없는 경우와 크게 상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Er  안에서의 

NR 스펙트럼은 

     φNR (E ) =
constant
EΣt (E )

constant
Σt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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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사할 수 있으며, 여기서 Σt (E )는 모든 구성핵종의 반응단면적을 포함한 것이다. 따

라서 공명첨점들이 모여 있는 공명에너지 역에서의 스펙트럼은 공명첨점 사이인 공명첨

점외에너지 역에서의 중성자스펙트럼,

     φ
NR
0 (E ) =

qr

EξavgΣt (E )

과 연결하여 연속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ξavg는 충돌당 평균lethargy 손실을 나

타내며, 수소감속재에 대한 공명첨점외에너지 역에서는 Σt를 근사적으로 Σs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NR 근사법이 전공명에너지 역에서 잘 맞는 것은 아니며 특히 중원소

에 의한 감속에너지가 공명간극, Γp보다 작은 저에너지 역에서는 NR 근사법의 중요가

정조건을 위반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NRIM 근사법은 중성자스펙트럼을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유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공명간극 Γp이 구성물질과의 산란반응으로 잃는 에너지의 최대치, △Emax와 대등

한 크기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감속재 핵종을 m , 중원소 핵종을 h라 할 때, 공명에

너지 역에서의 중성자스펙트럼은,

Σ t (E )φ (E ) −  Σm
p

E

E/αm φ (E )
E (1 − αm )

dE  −  
E

E/αh Σh
s (E )φ (E )

E (1 − αh )
dE  =  0

을 만족하며, 여기서 전반응단면적, Σt (E )는 모든 핵종들에 의한 반응단면적을 모두 합

한 것으로서, 감속재 핵종에 의한 흡수반응을 무시할 경우,

   Σt (E ) = Σm
p + Σh

s (E ) + Σh
a (E )

로 대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란중성자원과의 Σh
s의 근사관계로부터 NRIM 근사법에 

의한 공명 역 내에서 중성자평형방정식의 해로서 중성자스펙트럼은

     [Σm
p + Σ h

a (E )]φ (E ) − Σm
p

E

E/αm φ (E )
(1 − αm )E

dE  = 0

로 표현된다.

NR 근사법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NRIM 근사법에서도 공명첨점외에너지 역에 대

한 무손실 스펙트럼을

     φ
NRIM
0 (E )

qrΣ
m
p

EξavgΣp [Σ
m
p + Σres

a (E )]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NRIM 중성자평형방정식 또한 앞서 논의한 가정을 만족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큰 오차를 피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 NR 근사법과 NRIM 근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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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노심핵설계에서 중성자감속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결국 NR 또는 NRIM근사법의 선택기준은 공명에너지 역에서 충돌에너지손실, △E

와 유용공명간극, Γp의 상대적 크기 비교에 따라 결정하는데, △E는 E (1− α )/α와 

같이 중성자에너지의 선형증가함수로서 구성물질의 감속특성에 따라 향을 크게 받으나 

Γp는 Γ (σmaxt )1/2의 함수로서 중성자에너지 뿐만 아니라 구성핵종의 공명반응단면적

의 통계적 특성 및 핵종농도에 향을 받으므로 보다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 원자로형, 에

너지 역 등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선택하여왔다. 또한 두 근사법이 모두 적용할 수 없

는 중형공명(Intermediate resonance)에 대한 근사법을 찾는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여왔다.

이 중에서 1962년 Goldstein and Cohen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특히 WIMSD 계열 

코드의 공명 역 에너지군 스펙트럼 및 반응단면적을 평가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론을 요약하면, 무손실 스펙트럼을

     φ0 (E ) =
s0

ξavgΣp E

Σm
p + λΣh

p

Σm
p + λΣh

p+ λΣres
s (E ) + Σres

a (E )

로 표현할 때, λ=1 이면, NR 근사식, 반면에 λ=0 이면 NRIM 근사식과 같고, 따라서 각 

공명첨점의 특징에 적합한 λ값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공명흡수반응을 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1) 균질화 무한노심에서의 공명흡수적분

열중성자로에서는 중성자의 감속과정에서 공명흡수반응에 의한 스펙트럼 향을 계산

하는데, 주로 무손실 스펙트럼을 가정한다. 따라서 공명흡수적분은 상위에너지의 공명첨

점에서 흡수손실에 대한 스펙트럼 변형을 무시할 때 각 공명첨점에 대해 φ0에 의한 흡수

반응율을 계산하여 합을 구한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공명첨점 이전의 중성자 손실

은 지수함수에의 적분항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공명적분(resonance integral)이라 하며, i

-th 핵종에 대한 공명적분, Ii는 공명 역 에너지에서 중성자가 에너지 E에 도달할 때까

지의 공명이탈확율

     p (E ) =  exp [− Σ
i

1
qr E

Eu

Σai (E )φ0 (E )dE ]

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감속중성자원인, qr은 NR근사법을 따라 φ0의 표현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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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여 전공명흡수 역에 대해 적분하면, 공명이탈확율, p는

     p = p (Eth ) = exp [− Σ
i

Ni

ξavgΣp Eth

Eu Σpσai (E )

Σt (E )
dE
E

] ,

혹은                 = exp (−
1

ξavgΣp
Σ

i

NiIi )

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NR근사법의 i −th 핵종에 대한 공명적분, Ii는

     Ii =
Eth

Eu Σpσai (E )

Σ t (E )
dE
E

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포텐샬산란반응단면적 Σp를 에너지에 불변하는 값으로, 그리고 

Σt (E )에는 다른 공명핵족에 의한 기여를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Ii =
Eth

Eu Σp

Σp + Σ res
ti (E )

σai (E )
dE
E

와 같이 i −th 핵종의 공명적분은 동 핵종의 유효미시흡수단면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리고 background 반응단면적, σb를

     σb =
Σp

Ni

= potential   scattering   cross   section
resonance   absorber   atom    density

로 정의하면 공명적분은 다시

     Ii =  
Eth

Eu σb

σb + σres
ti (E )

σai (E )
dE
E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유효단면적(effective cross section), σeff
ai (E ) ,

     σ
eff
ai (E )≡ σb

σb + σres
ti (E )

σai (E )

와 자기차폐인자(self-shielding factor), f (E ) ,

     f (E )≡ σb

σb + σres
t (E )

의 정의가 유도된다.

(2) 비균질화 단일봉격자 무한노심에서의 공명반응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공명흡수반응단면적이 큰 핵종을 포함하는 균일매질 안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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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감속과정에 미치는 공명반응 효과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노심격자는 핵연료물질, 

피복관, 감속재 및 냉각재 물질 역으로 구분되는 단일연료봉격자 기본단위를 조 하게 

배열한 것이다. 이들 각 비균질 역 및 경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중성자감속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노심격자에 대한 상세한 중성자수송방정식 모델이 불가

피하지만 엄청난 계산시간 및 컴퓨터 용량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근사모델 및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핵연료집합

체를 구성하는 모든 핵연료봉격자가 동일한 연료봉으로 체워져 있다고 가정하고, 비균질 

다 역 단일연료봉격자에 대한 중성자수송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서 크게 PL , SN , 

충돌확율이론, Monte Carlo 방법 등이 있으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직까지

도 이들 각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참고문헌 및 자료들이 끊

임없이 발표․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 중에 CANDU형 노심의 핵설계용 코드에 공통적으로 사용

하는 충돌확율이론을 이용한 단일연료봉 모델에 관해 살펴본다. 원래 비균질 격자모델은 

포괄적 격자상수인 k∞  계산값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4인자공식
에서 공명이탈확율은 공명 역에서 흡수반응단면적이 큰 연료봉 내부의 중성자속분포가 

공간자기차폐효과로 인해 크게 향을 받으므로 균질 모델로 핵연료물질이 격자에 골고루 

희석되는 균질모델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먼저, 핵연료봉격자 단면을 기하학적으로 두 동심원으로 나누어 내부에는 흡수반응단

면적이 큰 핵연료물질 역(f )과 외부에는 감속재 역(m )으로 명명하고, 에너지가 E

인 중성자가 한 역에서 물질과 1차 충돌하여 다른 역으로 이탈할 확율은 각각

     Pf→m (E )와 Pm→f (E )

로 정의한다. 물론 여기서 각 역 내에서의 중성자속 공간분포는 없어서 일정한 값을 유

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두 역 간의 중성자 이탈확율은 호혜정리(reciprocity rule) 

에 의해

     Σm
p V mPm→ f  = Σ

f
tV

fPf→m

이 성립하며 이 때, Σm
p Σm

t , V는 역별 체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핵연료물질 역에서 흡수반응율(R f
a )은 핵연료물질 역에서 1차 충돌로 생

성된 중성자가 다시 같은 핵연료물질 역에서 흡수되는 양(R f→ f
a )과 감속재 역으로

부터 유입된 중성자가 핵연료물질 역에서 흡수되는 양(R m→ f
a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고 볼 때, 단위 lethargy당 흡수반응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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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f
a (u ) = R f→f

a (u ) + R m→f
a (u )

             =  Σf
pφ

out
u V f (1 − Pf→m )

Σf
a (u )

Σf
t (u )

 + Σ
m
p φ

out
u V mPm→f

Σf
a (u )

Σf
t (u )

와 같이 나타나며, 앞서 논의한 호혜정리를 이용하고 에너지 변수, E로 변환하면, 결국 

중성자감속과정에서 핵연료물질에 의한 총흡수반응율은

     R f
a = V fφout

u
Eth

Eu









Σ f
p

Σ f
t (E )

Σ f
a (E ) +

Σ f
a (E )

Σ f
t (E )

Σ f
a (E )Pf→m (E )

dE
E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핵연료물질 역에서의 중성자의 평균자유행로(mean free 

path)가 매우 긴 경우에는 핵연료물질 역에서 1차 충돌을 일으킨 중성자는 모두 이탈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Pf→m=1

과 같게 된다. 반면에 핵연료물질 역의 체적이 중성자의 평균자유행로 보다 매우 큰 경

우에는

     .Pf→m  = 
1

lavgΣ
f
t

 

와 같고, 평균 현길이(chord length), lavg는

     lavg =
4V f

S f

로, S
f
는 핵연료물질 역의 표면적을 나타낸다. 또 중간 크기의 핵연료물질 역에는 

Wigner에 의해 제안된 유리화 근사법(rational approximation)을 흔히 사용하여

      Pf→m (E ) =
1

1 + lavgΣ
f
t (E )

=
Σl

Σl + Σf
t (E )

와 같이 표현하며, 이탈반응단면적, Σl = 1/lavg의 개념을 도입하 다. 1962년 Carlvik는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서, x ≡ lavgΣ
f
t라 할 때,

      Pf→m (E ) =  x








b1
x+ a1

+
b2

x+ a2

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수로 핵연료집합체는 제어봉 또는 계측기 삽입관이나 집합체지지

봉과 같이 핵연료봉을 대체한 다수의 비핵연료봉격자가 포함되고, 37봉 CANDU 핵연료

집합체와 같이 다발형 노심격자는 각 핵연료봉 ring 간 비균질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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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격자 모델 보다는 연료봉다발 및 집합체격자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정한 근사모델

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핵연료봉 다발 및 집합체격자 무한노심에서의 공명반응

충돌확율이론에 의해 공명반응을 기술하는 데는 단일봉격자 모델과 다르게 집합체 또

는 다발격자 모델에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크게

- 집합체격자 내 비핵연료봉격자로 인한 비균질성효과,

- 봉간 간섭현상으로 인한 자기차폐효과,

- 집합체 외곽 연료봉격자의 비균질성효과

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집합체에 조 하게 배열된 연료봉 이웃간의 간섭효과로서 중성자의 핵연료봉 이

탈확율이 감소되는 정도는, 모든 연료봉이 흑체라고 가정할 때, 단일연료봉의 감속재대면

표면적-대-집합체의 핵연료봉당 감속재대면표면적의 상대적 감소율로 나타내는 Dancoff 

-Ginsburg 방법이 흔히 쓰인다. 즉 Dancoff 보정계수, (1− CD )로부터 유효표면적, 

Se ff를

     Seff =  S (1 − CD )

로 정의할 때, 보정된 평균현길이, l *avg를

     l
*
avg =

4V f

S f
eff

와 같이, 또 Wigner의 유리화 근사법에 따라 핵연료 역 이탈확율 보정치를

     P
*
f→m (E ) =

1

1 + l *avgΣ
f
t (E )

로 나타낼 수 있다.

다발형집합체 경우, x ≡ lavgΣ
f
t라 할 때, 핵연료 역 이탈확율은 비균질성 집합체격

자를 n층의 균질 역이 결합된 것으로

     Pf→m  = xΣ
n







n

x + αn
 및 Σ

n
n = 1  

와 같이 Winer의 유리화 근사법을 확장할 수 있으며, 단일봉격자에 대해 Carlvik의 2항 

공식을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Pf→m  = x








x+ C
(x+ α1 )(x+ α2 )

 =  x








1

x+ α1
+ 2

x+ 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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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이 된다.

다. 중수형 원자로 설계용 코드의 공명 반응 모델 분석

(1) POWDERPUFS-V(PPV)

PPV 코드는 특별히 CANDU 노심격자 파라메터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산함을 목적

으로 개발한 코드로서 감속재는 중수, 냉각재는 경수, 중수, 공기 및 유기화합물(HB-40), 

핵연료는 단일봉, 또는 다발형집합체 형상의 UO2, U, U3Si, UC 또는 UZr를 모델에 포함

시키고 있다. 3 역 노심격자 모델과 더불어 일반 핵종에 대한 핵자료는 내장된 1군 유효

반응단면적을, 핵연료물질을 구성하는 중원소 U 및 Pu 동위원소의 흡수 및 핵분열반응에 

대해서는 Westcott convention,

     σWest = σ0 (g+ rS )

으로 보정한 미시반응단면적을 사용하고 U
238
에 의한 fast fission만을 고려한 four-factor 

formula와 2군 leakage 이론에 의해 격자계산을 수행한다. 여기서 g와 S는 중성자온도, 

Tn의 함수이다. 특히 S  

     S (Tn ) =

√
4Tn

πT0

Ires

σ0

와 같이 공명적분 Ires를 구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격자계산에 사용되는 다군, 다 역 코드와 달리 PPV는 공명적분과 같은 

주요 파라메터를 신속하게 계산하기 위해 단순화한 경험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U
238

에 의한 공명흡수는 Er =  25 eV에 첨점을 갖는 단일공명을 가정하여 유효공명적분을 계

산한다.

그 밖에 1.0 eV 부근에 위치한 Pu
240
 흡수단면적의 광폭공명첨점으로 인한 자기차폐

(self-shielding) 효과를 Pu
240
 수 도보정계수, α를 도입하여 수 도 증가가 유효흡수반

응단면적의 감소를 가져오도록 경험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Pu
239
에 대해서도 동일

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CANDU와 같이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 노심격자 계

산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현행 PPV에는 포함치 않았다.

이와 같이 방법으로 계산된 중원소별 유효공명미시단면적으로부터 핵연료 역을 균질

화한 노심격자 모델에서의 공명흡수확률, (1-p)를 구하는데, PPV에서는 U238에 의한 공

명흡수만을 고려하며 7.0 eV에 단일유효공명첨점, ER  및 간극, ΓR를 가정하는 Crit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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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한다.

(2) LATREP

LATREP 코드는 PPV가 개발되기 이전에 annular 또는 다발형 핵연료를 갖는 중수

감속원자로 노심격자 해석을 목적으로 캐나다 CRNL에서 개발한 코드로서 다 역 충돌확

률이론과 1군 열중성자반응단면적 근사법에 기초하므로 PPV에 비해 정 한 중성자수송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계산시간과 결과의 정 도가 PPV에 미치지 못하여 실제 설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취급가능 핵연료물질로서 금속우라늄, 이산화우라늄, 우라늄탄화물, 

이산화토륨을, 냉각재로서 중수, 경수, 공기 또는 유기화합물냉각재를 포함한다. LATREP

의 공명 역 반응율 계산은 32-비열중성자군 충돌확률 모델로부터  9-군의 공명 역에 

대한 공명적분을 구하는데 단일봉, cluster 및 annular형 집합체의 실험데이터를,

     Ires = A + B

√
S
M

에 fitting하여 구한다. 여기서 A와 B는 각 에너지군 및 잠재핵분열성핵종에 대해 결정되

는 상수이며, S는 핵연료의 유효표면적, M은 잠재핵분열물질의 질량을 뜻한다. 그러나 

cluster 또는 annular형 집합체에서 각 ring별 
S
M 을 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

법으로서 i -ring에 대한 평균공명적분,

     Ires, i = A
φi

φa

+ B
Si

Mi

을 이용하여 cluster 평균값을

     Ires =
1
MΣi

MiIres, i  및 M = Σ
i

Mi

와 같이 구한다.

(3) WIMS-AECL

WIMS-AECL 알고리즘의 기본골격은 WIMSD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지만, 천연우

라늄 핵연료의 다발형 집합체구조와 중수감속재를 사용할 때 찾아오는 고유한 비균질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명 역 중성자 감속스펙트럼과 이탈반응단면적을 개

량하 다.

먼저 핵연료다발을 내부 3 환대(annulus)와 외곽 1 환대의 두 역으로 구분하고 내

부 역은 무한배열 연료봉격자의 공명반응 모델을, 외부 역은 집합체 평균 공명반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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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존하도록 보정된 공명반응 모델을 이용하는 근사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중성자 감속스펙트럼 및 핵연료 역 이탈반응단면적 계산모델은 앞절에서 기술한 

Stamm'ler 방법을 임의의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노심격자에 대하여 공명핵종의 자기차폐

효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확장한 Hebert-Marleau 방법을 도입하 다.

(4) WIMSD-5

WIMSD계열의 노심격자계산용 코드는 중성자수송방정식을 고전 충돌확율이론에 따

라 해를 구한다. 공명반응모델은 각 물질에 대해 IR(Intermediate Resonance) 근사법을 

사용하여 수소와 공명흡수핵종의 균질혼합물에 대한 공명적분치, σb를 수소원자당 공명흡

수핵종 수 도 비율에 따라

     σb = λrσpr+ (NH/Nr )σph  

로부터 산출하여 라이브러리에 내장하고 있다. 여기서 λr는 Cohen-Goldstein 매계변수, 

(NH/Nr )는 수소원자와 공명흡수핵종의 수 도비, σph,  σph는 수소 및 공명흡수핵종의 

포텐샬반응단면적을 나타낸다. 또한 여러 핵종의 혼합물에 대한 공명적분은

     σb = Σ
i

(Ni/N )λiσpi

로 나타내며 여기서 (Ni/N )는 흡수원소당 i -핵종의 수 도비, σpi는 i -핵종의 포텐샬

산란단면적이다.

다종의 비공명흡수핵자를 포함하는 비균질물질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σb = λrσpr + Σ
i

(Niλiσpi/Nr ) + σe

와 같이 표현하며, 여기서 σpi는 비공명흡수핵종, i의 포텐샬산란반응단면적, Ni , λ i는 

각각 수 도, Cohen-Goldstein 파라메터이다. 또한 σe는 비균질성에 대한 보정값으로써 

기하학적 격자모형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중요한 점은 핵자료 라이브러리표에서 공명

적분값을 내삽법으로 구할 때, 같은 방법으로 λ값을 함께 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라. 다발형 핵연료를 포함하는 노심격자 설계해석에서의 공명 역 모델개선에 관

한 문헌 조사

(1) 공명간섭효과를 고려한 다중밴드 방법(T. Takeda and Y. Kanayama,  N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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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Eng. vol.131, pp.401-410, 1999)

WIMS, CASMO, HELIOS, 등 대부분의 노심격자설계해석 코드에서 비균질 노심격

자에 대한 유효공명반응단면적을 계산하는데 전통적으로 Dancoff 계수법을 포함하는 등

가이론(equivalence theory)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무한배열노심을 가정하므로 계

산된 중성자스펙트럼이 오차가 비교적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부군

(subgroup)법 [1] 을 기반으로 L. B. Levitt의 확률표(probability table)법 [2] 및 D. E. 

Cullen의 다중밴드(multiband)법 [3]이 제안되었다. 이중에서 다중밴드법은 Goldstein의 

중폭공명(Intermediate resonance) 모델을 사용하므로 모든 공명에너지 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용발전로에서 사용되는 저농축우라늄은 열외

중성자에너지 역에 대해 U
235
은 7.08eV 및 21.10eV에서 U

238
은 21.0eV에서 총반응단면

적이 공명첨점을 가지므로 중첩된 간섭효과는 중성자스펙트럼에 향을 미친다.  

이처럼 다수의 공명핵종을 포함하는 핵연료봉의 비균질격자모델에서 핵종들의 공명첨

점이 중첩함으로 인한 상호 간섭효과를 고려하므로 다중밴드법의 정 도를 개선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4]. 즉 두 공명핵종, l, m의 반응단면적을 따로 표현하는 중성자수송방정

식에 핵종별 Goldstein 중폭공명매계변수, λl,  λm를 도입하고, 양변에 가중함수

     [Σlt (E )−Σ*
l ] [Σmt (E ) −Σ*

m ]

를 곱하여 g-에너지군 간격, Eg  ∼ Eg+1  및 반응단면적 간격, Σl, B ∼ Σl, B+!  및 

Σm, B ∼ Σm, B +1에 대해 적분하고, 다시 비균질격자 역의 체적, Vi에 대해 적분하여

서 구한 비균질격자시스템의 적분방정식

     Σ*
iφ lB, mB , iVi = Σ

j

P *
jiVjRlB, mB , j ,

에서 Σ*
i는 i - 역에서의 총반응단면적, 즉 Σ

*
i =NliσlB + NmiσmB + σ0i와 같고, Vi

는 i - 역의 체적, φlB, mB i 는 i - 역에서의 평균중성자속, φlB, mB , P
*
ji는 총반응단면

적이 Σ*
i인 i - 역에서 1차 충돌로 j - 역에 도달하는 충돌확율을 나타내며 동 역에서 

산란에 의해 에너지공간으로 입사되는 중성자원이다. 이를 저농축우라늄격자노심에 대해 

계산한 결과를 보면, 에너지 역, 6.5∼22.6eV 및 U
235
의 농축도 역 2.0∼8.0%에서 두 핵

종의 공명첨두 중첩으로 간섭효과가 큰 6.5∼8.3eV 및 17.6∼22.6eV 구간에서의 핵분열 

및 포획단면적은 간섭효과를 고려치 않은 경우에 비해 U
235
의 총반응단면적은 각각 3.2∼

7.8 및 10.6∼21.5% 정도 낮게 계산되며, U
238
의 포획단면적은 오히려 6.5∼8.3eV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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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1.7% 높게 계산된다. 이는 에너지군을 세분화할수록 오차가 약간씩 감소하는 경

향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으며, 협폭공명모델에 비해 중폭공명모델이 더 작은 오차를 갖

는다.

(2) Pu-239의 ∼0.3eV 공명 첨점이  HWR 격자에서 냉각재 기포반응도에 미치는 

향 (Y. Kowata and N. Fukumura, Nucl. Sci. Eng. vol.127, pp. 89-103, 1997)

HWR 격자의 기포반응도 향인자를 핵종별, 반응단면적별, 에너지군별, 역별로 분

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Pu
239
의 0.3eV 공명첨점의 향을 DCA

임계로의 실험과 JANDL-3.1/WIMS-D4 코드계산을 비교하여 분석하 다. 핵연료다발은 

Zircaloy-2 피복 MOX 핵연료물질의 28봉으로서 냉각재는 H2O 및 공기, 압력관 및 

calandria관은 알루미늄 재질로 이루어졌다. 핵연료 소결체의 직경은 1.48cm, 피복관 두

께는 0.085cm, 압력관 외경은 12.08cm, calandria관 외경은 13.65cm이며, 노심격자는 

22.5cm와 25.0cm의 2 종류에 대해 실험하 다. 

HWR 무한격자에서 기포반응도는 좁은 격자 간격일 경우 더 부(-)방향으로 이동하며 

우라늄핵연료격자보다는 Pu 포함 핵연료 격자에서 Pu
239
 함유량이 클수록 더 부(-)의 반

응도를 갖는다. 이는 주로 0.3eV 부근의 Pu
239
 공명반응단면적 때문이다. 냉각재의 기포가 

증가할수록 수소에 의한 열중성자의 산란이 감소하므로 Pu
239
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이 공

명에너지밴드에서의 중성자속 dip가 회복되는 정도가 적게 된다. 이 결과 Pu
239
에 의한 공

명핵분열반응울이 감소하여 부(-)의 반응도를 증가시킨다. 한편으로 Pu
241
의 공명핵분열

반응단면적은 Pu
239
에 비해 작기 때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

세부적으로, q25
49
, U

235
 핵자-대-Pu

239
핵자의 핵분열반응율비를 핵연료봉다발의 동심

원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포가 없는 경우, 다발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데, 

WIMS-D4 계산값은 격자간격에 무관하게 유사한 선형감소형태를 보이며, 그 경사는 어

느 경우나 실험치보다 완만하다. 반면에 100% 기포로 찬 경우, 위치에 무관하게 거의 일

정한 값을 유지하지만 계산값은 오히려 외부로 갈수록 약소한 증가를 보인다. 중요한 관

찰로서 25.0cm 격자에서 기포가 없는 경우, 최외각의 핵연료봉 환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

이는데 이는 감속재 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중성자의 soft한 스펙트럼 향으로 볼 수 있

다.

(3) 열중성자 로심 격자에서의 공명차폐 (W. Rothenstein, J. Barhen, E. Taviv, and 

M. Aminpour, Ann. nucl. Energy, vol.9, pp.141-168,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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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성자원자로의 노심해석에서 공명흡수문제는 노물리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

상이었다. 이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는데 먼저 중성자 수송이론

의 해석적방법으로서 Nordheim, Kuncir, 등에 의해 고안된 개별공명 근사모델, Dresner

에 의한 Doppler broadening 선형함수 근사법, Chernick에 의한 기하학적 단순 역에 대

한 공명첨두 간 중성자속 원형 회복 가정모델, 충돌확율 및 이탈확율 이론모델의 범분수

근사법(rational approximation)과 두 번째로 확률론적방법의 Monte Carlo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고유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많은 분량의 시뮬레이션

을 요구하는 노심설계를 위해서 lethargy군 간격이 0.25보다 훨씬 작아야하는 공명 역에 

대해 복잡한 중성자수송이론 코드를 이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임계도와 같은 노심의 

적분매개변수 및 공간종속 핵반응율의 정확도를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근사이론에 바탕을 

둔 노심격자설계코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다. 문제는 상세수송이론을 

이용하여 비보정흡수단면적에 의한 비균질격자에서의 정확한 흡수반응율값을 알고 있으

며, 설계용 코드에서 이에 대응하는 구역별 및 에너지군별 차폐보정단면적 및 중성자속을 

신속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반응단면적 차폐인자(shielding factor)로 정의하는 비보정단면

적-대-차폐보정단면적의 비율을 알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차폐보정 반응단면적은 구역별 및 에너지군별 중성자속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세계산 코드에서 공간 및 lethargy 종속 중성자속을 순수 공간독립함수와 

헐거운 공간 및 lethargy 종속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단위격

자 셀이나 연료집합체의 체적에 대해 적분한 slowing down density와 같은 성격의 공간

독립 중성자속(스펙트럼)에 의한 공명흡수반응 부분을 제외하고, 공간종속 중성자속의 구

역평균값인 공간종속 차폐함수에 의한 공명흡수반응율 만을 lethargy 역에 대해 적분한 

값으로서 유효공명적분을 구한다.

열중성자로심격자에서는 특별히 U
238
의 분해공명에너지 역 흡수반응단면적에 대한 

공명차폐가 매우 크므로 상세수송이론코드에 사용할 핵자료는 2∼3 kev 이하의 분해공명 

에너지 역에서 Doppler 효과를 고려한 세분된 반응단면적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ENDF/B를 RESEND코드로 처리하여 MUFT 에너지군 구조에 맞추어 

세분화된 다군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OZMA/HAMMER 체계를 이용하여 상세수송계산

을 수행하 다.

NB-1 benchmark 문제에 대해 U
238
의 유효공명적분을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slowing-down source 및 lethargy군 중성자속의 정의에 민감한 향을 받는 것으로 판

명되었다. 따라서 공명적분이론의 HAMMER 격자해석코드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

다. 반면에 WIMS, EPRI-CELL 코드는 차폐공명적분 대신에 차폐군단면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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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slowing-down source와 군별 공명흡수분율을 계산할 때, leakage효과를 고려하

므로, 공명흡수의 leakage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일한 benchmark 문제

에 대해 유효공명적분표와 WIMS를 이용하여 타당한 공명 역 군단면적을 제공하는 중

성자속 감소량을 평가하 으나 차폐공명적분값으로부터 차폐공명단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으로서 어떤 공명 역에서도 대등한 정확도가 보장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resolved resonance region에서 유효공명적분의 온도종속성에 대

한 두 공명핵종 U
235
와 U

238
 간의 간섭효과를 분석하 는데, 핵연료봉의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간섭효과가 커지며, WIMS코드 계산에서 U
238
의 반응단면적이 큰 공명첨점에서 특

히 간섭효과의 예측이 부정확하므로 주 핵종에 의한 중성자속 침하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부군법(subgroup method)을 권고하고 있다.

다발형 구조의 핵연료집합체격자에 대한 코드해석은 19봉 천연우라늄 봉다발과 중수

감속 및 냉각격자를 대상으로 하 는데, 이 경우 특히 격자간 거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

지 사용해온 공명 역 전단 중성자속의 공간분포 평탄성 가정이 불합리하므로 annulus 

모델의 경우 내부 annulus들에 대한 추가차폐를 고려하도록 상세 수송이론코드를 개조하

다. 반면에 Monte Carlo 코드계산에서는 기하학적 구조의 간소화는 필요 없지만 격자

구조를 세분화함에 따른 공명 역 반응단면적 자료표의 복잡성과 충돌확률이론에 의한 반

응율 통계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 상세수송이론의 annulus 모

델과 균질 및 비균질 Monte Carlo 모델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후 설계용 코드로 계산한 

공명흡수반응율이 상세수송이론 코드의 결과와 대응되는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

자평균 중성자속과 격자-대-연료 역의 disadvantage factor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4) 다군격자 노물리 코드에서의 2-D 효과를 고려한 정  공명흡수계산 (W. 

Rothenstein, C.R.E. De Oliveira and N. Brandman, Ann. nucl. Energy, 

vol.15, no.6, pp.293-316, 1988) 

다군 계산에 있어서 공명 역의 흡수반응율을 구하는데 흔히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진 

에너지군 평균 반응단면적 및 차폐인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핵연료집합체의 비균질성이 

크고 공명첨점 부근에서 중성자속이 감소되는 현상을 고려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차폐인

자 값은 단일 배경단면적과 온도의 함수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한 계산을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든 설계해석용 코드가 상세 수송이론 코드의 공

명반응율 값을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화한 등가이론의 개량이 매우 중요하다. 왜

냐하면 설계해석용 코드의 근사모델은 공명 역 에너지군 간의 slowing-down 모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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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단순하고, 비균질 구조의 핵연료집합체를 균질화집합체 모델로 만드는 등가관계의 정

확도가 집합체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며, 혼합 핵종의 공명간 간섭효과를 무시한다는 가정 

아래 작성된 공명차폐인자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세 수송이론 코드와 비교할 때 불

가피한 부정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상세 수송이론 코드를 이용한 benchmark 격자문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서, 공명흡수에 관한 한, 단위 격자계산에서 2-D 효과는 크지 않으며, 격자의 종

류, 물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U
238
의 경우 분해가능 공명 역에서 공명흡수반응율을 대

략 2.5%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 다. 이와 더불어 설계용 격자코드에 

Chao의 일반등가이론(generalized equivalence principle, Chao Y.A. and Martinez 

A.S., Nucl. Sci. Engng. vol.80, pp.401, 1982)의 적용 타당성을 논의하 다.

Chao의 일반등가이론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Bell-factor(Leslie et al., Nucl. Sci. 

Engng. vol.22, pp.7, 1965) 이론과 다르게 단순등가이론에 기초하지만 두개 이상의 차폐

인자로 나타낸다. 즉 단순등가이론이 단일 공명핵종의 흡수단면적과 이를 제외한 다른 모

든 혼합 핵종의 흡수단면적 총화인 배경(background)단면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반등가이

론은 섭동이론에 의해 차폐인자를 보정하는 방법으로서 보정된 차폐인자는 격자특성에 의

해 결정되는 계수들을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개선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차폐

인자를 MUFT 코드에 접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노심해석용 소수군 다차원 확산코드의 군정수를 생산하기 위해 핵연료집

합체를 균질화한 격자이론 코드에서 사용하는 불연속인자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상세 수송

이론코드의 공명반응율이 보존되는 군보정인자(group correction factor)를 도입하 다. 

이 군보정인자는 중간격공명(intermediate resonance)이론 및 등가이론을 고려한 반면에 

이종 공명핵종 간의 간섭효과는 없다고 가정하고 근사관계식을 유도하 다.

(5) 차세대 WIMS 격자 코드: WIMS9(T.D. Newton and J.L. Hutton, PHYSOR 

2002, Seoul, Korea, October 7-10, 2002)

공명 역의 반응을 모사하는 격자 코드의 개량 방향은

- 중원소에 의한 산란효과

- 이종의 공명핵종의 공명반응 간 간섭효과

- 기하학적 구조의 비균질성 효과

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WIMS9 코드는 WIMS8에서 모든 핵종에 대해 단일 fissile, U
235
에 대한 핵분열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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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을 사용하므로 bench-mark에서 k-effective의 over-estimate 경향을 보 음을 개선

하기 위해 에너지 구간을 3개의 역으로 나누어 속중성자 역은 20Mev에서 183.2kev까

지, 공명 역을 183.2kev에서 4eV까지, 열중성자 역을 4eV 이하로 하 으며, 속중성자

역에서는 U
235
의 핵분열중성자스펙트럼분포로, 공명 역에서는 1/E함수분포로, 열중성

자 역에서는 Maxwellian분포로 가중하여 군별 평균반응단면적을 구한다.

이와 더불어 공명 역에서의 Monte Carlo 계산과 WIMS8 계산의 차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공명 역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명핵종에 의한 broad group의 out-scatter 

반응단면적을 보정하고, 기존의 등가이론(equivalence theory)와 부군이론(sub-group 

theory)에 근거한 공명흡수반응에 공명산란이론을 추가하 다.

서로 다른 공명핵종 간의 간섭효과는 공명흡수로 인한 중성자속 분포 감축이 상대 핵

종의 공명차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WIMS9에서는 고에너지 공명 역(183.3kev∼

51.6eV)의 조 한 공명첨두에 대해서는 공명별 반응이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가정하 으

며 반대로 저에너지 공명 역(51.6eV∼4eV)에서는 상세한 slowing-down을 계산하여 보

정인자들을 산출하고 있다.

benchmark 문제에 대해 시험한 결과, 미약하지만 개선되는 방향으로 계산하고 있음

을 확인하 으며, 특히 반응도 관점에서 향상을 보 다.

(6) 비균질 격자에서의 공간종속 자기차폐(C. Notri and Z. Garraffo, Ann. Nucl. 

Energy. vol. 14, no. 11, pp. 615-618, 1987)

격자해석에서 공명흡수의 신속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부군방법(subgroup method)

를 소개하 다. 이 방법은 비균질성이 강한 cluster형 핵연료집합체격자에 대해 매우 효과

적이다. 집합체의 평균봉 개념을 포기하고 각 연료봉별로 독립적인 공명흡수반응을 계산

하도록 함에 따라 어떤 기하학적 구조의 집합체 격자도 다룰 수 있는 충돌확율이론의 적

용이 가능하다.

부군방법은 다군수송방벙식에서 자기차폐 군정수를

     σ
n
xkj =

△uj

σx (u )φ k (u )du

△uj

φ k (u )du

여기서 x는 반응의 종류, n은 핵종, k는 역, j는 에너지군을 나타낸다. 이 때 독립변수

를 σ (u ) , 또 적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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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σ (u )]du = lim
n→ ∞Σi = 1

n

f (σ i )w i

와 같이 표현할 때, n의 수가 작을 수 있다면, j군 에너지 역의 중성자속분포에 대해 가

중치, wi를 갖는 1군 중성자속해를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마. 연구 결과 및 활용

국내 가동 중인 CANDU 원전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데 필요 기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ANDU 기술종주국과 안전현안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에 핵심적인 부분이면

서 국내 CANDU의 고유한 운전환경을 반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노심격자설계해석

용 코드인 WIMSD의 국내 version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보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 핵자료 라이브러리의 상세평가 및 보완,

- 격자내 중성자스펙트럼의 평탄분포 가정에 대한 보정,

- 공명흡수단면적이 큰 핵종들의 혼합 도가 증가하면서 야기되는 공명첨점 간의 

간섭효과를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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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도시 감속재 과냉각도 계산 및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

1. 서론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냉각재 상실사고 시, 1차 측의 냉각 능력의 상실은 압력

관의 온도상승으로 이어지고 압력관의 팽윤(ballooning)과 처짐(sagging)으로 인한 압력

관/칼란드리아관(PT/CT)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PT/CT 접촉에 의한 급격한 열전

달은 감속재의 과냉각도(subcooling)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칼란드리아 표면의 막비등 지

속과 그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의 손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고 과도시 감속

재 과냉각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해당사고시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된다.

냉각재 상실사고 안전해석에서는 감속재의 과냉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칼란드리아 내

의 감속재 온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실제 원전에서는 감속재의 칼란드리아 입․출

구 온도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산유체역학 코드를 사용하여 감속재의 

유동패턴과 온도를 계산한다. 1990년대 중반 월성 발전소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범용 전산

유체역학 코드인 PHOENICS를 감속재 해석에 사용하 으나, 캐나다에서는 이후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MODTURC_CLAS-IST를 개발하 다. 이 코드는 한국에 아직 도

입되지 않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범용 전산유체해석 코드인 CFX(ANSYS Inc.)를 

기반으로 감속재 해석 모델을 개발하 다. 

감속재 유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캐나다에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Austman 등[1]은 운전 중인 Bruce A와 Pickering 원전의 SOR(Shut-Off Rod) 안내관

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감속재 온도를 측정하 다. Huget 등[2,3]은 Stern Lab.에서 1/4 

축척의 2차원 감속재 유동 실험장비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Archimedes 수 변화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세 가지 감속재 유동패턴을 확인하 다. Khartabil 등[4]은 Chalk River 

Lab.에서 수행된 3차원 감속재 유동실험과 주입노즐(Diffuser)에서 속도벡터 측정, 온도

차에 의한 난류생성, 그리고 곡면을 따라 형성되는 제트유동 등의 세부현상 실험에 대하

여 보고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Yoon 등[5]이 CFX-4를 기반으로 전산유체역학 감속재 해석

모델인 CFX4-CAMO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모델은 노심 역에서 3차원 저항항 처리와 

과도계산을 위한 4차원 열부하 처리 등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나, 순차적-풀이

(Segregated-Solver) 방식 적용으로 인한 느린 계산속도 때문에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에 CFX-10[6]이 채용하고 있는 결합-풀이(Coupled-Solver) 방식은 

폭발 또는 회전체 유동 등과 같이 변수간 간섭이 심한 유동에 대해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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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따라서, CFX4-CAMO의 장점을 유지한 채로 결합-풀이 방식을 적용한 새

로운 감속재해석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속재 해석을 위해 CFX-10 기반의 전산유체역학 모델인  

CFX10-CAMO을 자체개발 하 고, 입수된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 다.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여, 월성 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감속재 과도해

석을 수행하여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를 완료하 다.   

2. 감속재 과냉각도 계산을 위한 CFD 모델 개발 및 검증

가.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 과제의 2단계(2001∼2005)에서 이미 CFX-4를 기반으로 

감속재 해석 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나, CFX-4가 순차적-풀이법 (Segregated Solver)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렴이 어렵고 계산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2006년 

11월에 출시된 CFX-10은 결합-풀이(Coupled Solver)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부력에 의

한 유동처럼 유동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큰 유동의 해석에서 높은 계산효율과 정확성 보여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CFX-10을 기반으로 감속재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구현과정을 검

증하는 것이다.

나. 결합-풀이방식 기반 감속재 해석모델 개발

2단계에서 개발된 감속재 해석모델(CFX4-CAMO)의 내용을 모두 새로운 감속재 해

석모델(CFX10-CAMO) 내에 구현하 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압축성 유체의 단상 3차원 유동모사, 

- 칼란드리아관 다발이 있는 노심 역을 다공성 매질 근사법으로 처리, 

- 벽면에서 벽함수를 적용한 난류모델 적용, 

- 부력은 Buossinesq 근사법으로 처리, 

- 나비형 격자구조 사용, 그리고 

- 실제 출력지도에 따른 열부하 처리 등.

380개의 칼란드리아관 다발이 있는 노심 역은 다공성 매질로 근사되는데, 그 지배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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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Γ +  ∂ ∂ ∂ ∂                            (3)

여기서, γ는 기공율이다. γ가 1일 때 지배방정식은 일반 지배방정식이 된다. CFX-10은 

압력과 속도의 연관식을 연속방정식 (1)로부터 다음 식을 도입한다.

     

3 4

4 0
4i i

u x A p
x xm

•

 ∂ ∆ ∂  + =  ∂ ∂                                            (4)

여기서, j jm u nρ
•

= ∆ . 격자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식(4)은 Δx 3의 속도로 0이 되며, 따라서 

식(4)은 일반 연속방정식으로 환원된다.

칼란드리아 용기 안 난류의 생성과 소산을 모사하기 위해 k- ε 난류모델을 벽함수와 

함께 적용하 으며, 부력은 도가 온도의 일차함수로 가정되는 Boussinesq 근사법을 사

용하여 운동방정식의 생성항으로 처리하 다.

이때, 다공성 매질로 근사되는 노심 역에서 유동은 유로축소에 의한 가속과 장애물

을 지나면서 생기는 감속을 동시에 겪게 되는데, 가속되는 부분은 지배방정식의 기동율( γ)

로 처리되고 감속은 장애물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강하 실험식으로부터 운동방정식의 생

성 항으로 처리된다. 3차원의 압력강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90cross
flow

p p S
SL L

∆ ∆   =  ∆ ∆  
g

                                        (5)

Hadaller 등[7]은 Reynolds 수가 2,000∼9,000 이고 pitch-to-diameter 비가 2.16일때 칼

란드리아 관다발을 가로질러 흐르는 교차유동(cross flow)에 의한 압력강하에 대하여 연

구하 다. 얻어진 실험식은 관다발의 정렬 방향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0.1724.54 Re

2tub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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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에서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완전 교차유동의 압력강하에 대한 기울어진 관다발에 흐

르는 압력강하 비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실험식으로 표현한다. Khartabil 등[4]은 

Reynolds 수 5,000∼50,000일 때 30o, 60o, 90o로 기울어진 관다발을 관통하는 유동의 저

항을 측정하 다. 이 실험결과는 근사식의 형태로 감속재 해석모델에 구현되었다.

그림 2.2.1은 모델에 사용된 나비형 정렬 격자구조(Carlucci 등[8])와 월성 2/3/4호

기의 정상운전상태 감속재 온도분포 계산 결과이다. 이 격자는 노심 역에서 113,088

개의 노드와 반사체 역에서 183,696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벽근처 Y+ 값은 10

∼300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사용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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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비형 정렬 격자구조 (b) 정상상태 감속재 온도분포

그림 2.2.1  CFX10-CAMO 모델을 이용한 월성 2/3/4호기 정상상태 감속재 유동 

모사

다. 다공성 매질 내 압력강하 예측 검증

식 (5)로 표현되는 다공성 매질 내 압력강하식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

여 다공성 매질을 포함하는 사각 채널 내 유동의 압력강하 예측값을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표 2.2.1는 사각채널 안의 1.1524 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pressure tap 사이의 압력

강하 예측값을 측정값과 비교한 것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CFX-4 또는 CFX-10 기반

의 감속재 해석모델은 압력강하를 최대 2% 내로 다른 코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확히 

예측함으로 압력강하 실험식이 올바로 구현되었음을 확인하 다. 

표 2.2.1  전산유체역학 코드를 이용한 다공성 매질 내 압력강하 예측

실험 일련번호

(튜브 레이놀드 수)

T.P. 326

(2,746)

TP 299

(5,237)

TP 306

(9,392)

압력강하 

[Pa]

실험 결과 28.2 41.3 78.7

CFX-4.4 28.8 41.7 80.1

MODTURC 30.5 44.9 87.3

CFX-10.0 27.8 41.6 80.1

라. 감속재 해석모델의 적용 타당성 검토

개발된 감속재 해석 모델이 실제 중수로의 감속재 유동 모사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

하여, Huget 등[2,3]에 의해 캐나다의 STERN Lab.에서 수행된 감속재 유동 실험결과를 

모사하 다. STERN Lab.의 감속재 유동 실험장비는 지름 2 meter, 두께 20 cm의 중수

로 감속재 계통을 얇게 잘라낸 모양이다. 이 실험은 유속 2.4kg/s과 열부하 100kW의 실

험 조건에서 혼합-유동(mixed-type)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본 모델 또한 모사결과 그림 

2.2.2에 보이듯이 감속재 유동패턴을 잘 예측함을 확인하 다. CFX10-CAMO에 의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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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결과에서 최대 온도는 71.4
o
C이고, 측정된 최대 온도는 72.4

o
C이다.

(a) Stern Lab. 실험장비 (b) CFX10-CAMO에 의한 

온도분포예측

  
(c) y = 0.57m 수평선 상에서 

STERN 온도예측

 그림 2.2.2  CFX10-CAMO에 의한 STERN 감속재 실험 모사

3. 감속재 해석 모델의 개선

가. 개요

개발된 중수로 감속재 해석모델인 CFX10-CAMO 정확성을 제고하고 최적화하기 위

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과도해석의 초기조건인 정상상태 감속

재 유동을 평가하 다.

나. 감속재 주입 Diffuser내의 유동해석

감속재 해석을 위한 정확한 입구경계 조건 확보를 위하여, CFX-10 모사성능을 평가

하고 감속재 주입 Diffuser내의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캐나다에서는 감속재 주입 

Diffuser에서 분출하는 유동의 속도 벡터를 LDA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하 으나, 한국에

서는 그 실험자료가 없고 또한 실험자료를 입수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레이놀드 수 조건에

서 입력경계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iffuser내의 유동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1) CFX-10 모사성능 평가

감속재 주입노즐은 원형관, 90
o
 곡관, 그리고 부채꼴 모양의 노즐 등 각 역에서 원형

직관 내부유동, 원형곡관 내부유동 및 충돌제트 등 세 가지 유동에 대하여 공개된 실험자

료를 기반으로 CFX-10.0의 해석성능을 평가하 다.

(가) 원형직관 내부유동

Laufer 등[9]의 실험에 대하여 CFX-10.0을 사용한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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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모델이 실험자료와 대부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은 원형직관 내부유

동 모사결과이다. 레이놀즈 수는 40,000이고 완전발달 유동조건이다. 여러 가지 난류모델

이 시도되었으며, 모두 시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생산했지만 층류저층 경계 부근의 높은 

난류운동에너지 피크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대수(logarithmic) 역에서 사용된 벽법

칙과 상수는 다음과 같다.

      

1 lnwallU Uu y C
uτ κ

+ + −
≡ = + 
                                     (7)

여기서, 
yuy τ

ν
+ =

 이고, 
wuτ

τ
ρ

=
이다. 상수는 κ=0.4와 C=5.5를 적용하 다.

(a) stream-wise 평균속도 (b) 난류운동에너지 (c) 벽면 근접 속도구배

그림 2.2.3 Laufer(1952)의 원형관 내부유동 실험 모사

(나) 원형곡관 내부유동

Azzola 등[10]에 의해 수행된 곡관내 non-swirling 유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검증

자료로 선택하여 검토한 결과, SSG Reynolds Stress 난류모델이 상대적으로 곡관 내 유

동을 잘 모사한다. 그림 2.2.4는 모사결과와 계측 값의 비교를 보여준다. 레이놀즈 수는 

57,400이고, LDA(Laser Doppler Anemometer)에 의해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속도성

분과 난류 속도성분이 계측되었다. Eddy-viscosity 가정에 기반한 k- ε 난류모델과 

SST(Shear Stress Transport) 난류모델, 그리고 Reynolds Stress 모델인 

SSG(Speziale, Sarkar and Gatski) 모델을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모두 유사한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SSG 모델이 원형곡관과 같은 비등방성 난류유동의 예측에 약간 이점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



ε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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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장비의 개략도 (b) Streamlines

(c) Stream-wise 평균속도성분

그림 2.2.5 SST 난류모델을 적용한 충돌제트(Cooper, 1993) 모사

그림 2.2.6  충돌제트의 중심축에서 벽면에 수직한 RMS 난류 속도 성분

(2) 감속재 주입 Diffuser내의 유동해석

Azzol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곡관의 존재가 상류에 향을 미치는 범위는 2D까지이

므로 상류 2D 직관과 하류 노즐부위를 포함하여 그림 2.2.7(a)와 같은 1/2 격자구조를 생

성하고 난류의 모사를 위해 충돌제트 모사결과에 따라 SST 난류모델을 사용하 다. 제트

의 경계부분에서 많은 소산(dissipa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 한 격자가 

요구된다(그림 2.2.7 (a)과 (b)). 그림 2.2.7(d)와 (e)는 노즐출구의 중심선(그림 2.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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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란 선으로 표시)에서 절대속도와 난류운동에너지 그래프이다. 세가지 격자

도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해석결과가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출구 면에서 

속도벡터를 도시한 결과 매우 낮은 속도의 역류(Reverse Flow)가 발생하는 Dead 

Zone의 존재가 확인하 다. 중수로 감속재 계통에서 주입노즐 어셈블리 내부유동 모

사에 관한 기술보고서(KAERI/TR-3141/2006)가 작성되었으며, 국제 저널에 이에 관

한 논문이 게재신청 중에 있다.

(a) 격자(Y-Z 평면)

  

(b) (Z-X 평면)

  

(c) Diffuser 출구에서 속도벡터

     

(d) 노즐 출구 중심선에서 절대속도

  

(e) 노즐 출구 중심선에서 k

그림 2.2.7 감속재 노즐 유동모사를 위한 격자구조와 SST 난류모델을 사용한 모사결과

다.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유동 불안전성과 지역적 온도변동

일정한 정상상태 운전조건을 유지한 채 과도계산을 수행함. 과도계산 중 time step을 

0.0001초 정도의 아주 작은 값으로부터 RMS(Root Mean Square) Courant number가 

limit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까지 증가시키면서 계산을 수행하 다.

     Courant Limit :  Courant= u△t△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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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에서 유동-반전(flow reversal) 근처 한 위치에서 온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도시한다. 본 모델은 다공성매질 근사법 적용으로 Vortex Shedding에 의한 온도

변동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트반전이 일어나는 반사체 역에서 유동의 불안

정성에 의한 유동/온도 변동이 관측되었다. 이 결과에서 (x,y,z)=(-2.2, 1.0, 4.582) 위치의 

최대 온도 진폭은 약 6 
o
C이고 그 평균 주기는 약 14초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넓은 격자간격과 큰 time step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량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

성적인 평가라고 봐야 한다.

그림 2.2.8  정상상태 조건에서 과도계산에 의한 감속재 온도 변동 

[Probing 위치: (x,y,z)=(-2.2, 1.0, 4.582)]

라. 난류모델에 대한 감속재 해석 민감도 분석

칼란드리아 용기내 감속재 유동은 주입 Diffuser로부터 제트유동과 노심에서의 가열

에 의한 뜨거운 유체의 상승유동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곡률(concave)을 가진 

칼란드리아 외벽을 따라 흐르는 제트유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 대

표적인 난류모델, 즉 가장 널리 쓰이는 Eddy Viscosity 모델의 하나인 k- ε 모델, 

recirculation 예측과 stagnation point에서 성능을 개선한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 그리고 Reynolds Stress 모델의 하나인 SSG(Speziale, Sarkar & 

Gatski) 모델을 적용한 감속재 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2.2.9(a)에서 보듯이 중심축

으로 부터 3.65m 반지름의 원통표면에서 속도 스칼라의 분포를 (b)k- ε 모델, (c)SST 모

델과 (d)SSG 모델의 경우에 각각 도시하 다. 반사체 안의 원통 표면에서 속도 스칼라의 

분포는 난류모델에 따라 변화함을 확인하 으나, 칼란드리아 내의 정상상태 감속재 유동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유동특성의 변화가 단지 난류모델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난류모델과 반사체 내 유동패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

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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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ylinder Surface 

(-5
o 
< theta < 185

o
) (b) Standard k- ε Model

(c) SST Model (d) SSG Model

그림 2.2.9 난류모델에 대한 감속재 해석 민감도 분석

4. LOCA 사고시 감속재 해석 및 압력관 건전성 평가

가. 개요

설계기준사고 중 감속재로의 열부하가 가장 큰 것은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 사고이다. 따라서 개발된 감속재 해석모델을 적용하여 월성 

2/3/4호기의 해당사고 발생시 감속재 과도 과냉각도를 계산하고 노내 압력관 건전성을 

평가하 으며, FSAR(Final Safety Analysis Report)[12]의 결과와 비교하 다. 또한 

국부적인 과냉각도 저하가 우려할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100% 출구모관 파단사고와 50% 펌프흡입관 파단사고에 대한 감속재 과도 과냉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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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수행하 다.

나.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 사고에 대한 감속재 해석

감속재 정상상태 해석을 초기조건으로 사고과도시 감속재 과도해석을 수행하 다. 

CATHENA 또는 CHAN 등의 열수력코드 해석결과 얻어진 감속재로의 열부하 자료를 

시간에 따라 각 위치에 에너지방정식의 생성항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ser FORTAN 프

로그램을 작성하여 그림 2.2.10과 같이 Solver에 연결하 다.

설계기준사고 중 감속재로 가장 많은 열부하를 전달하는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35% 입구모관 파단 사고에 대하여 Post-Blowdown Phase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후 200초까지 과도모사를 수행하 다. 잔열에 의한 직접가열은 정상 출력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하 고,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의 접촉(PT/CT Contact)에 의한 열부하는 

CATHENA 단일채널해석의 결과를 6그룹 방식에 따라 각 핵연료다발 위치 단위로 처리

하 다. 그림 2.2.11은 5개 채널열에서 최소 과냉각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또한 결과

는 월성원자력발전소 2/3/4호기 FSAR에도 제시되어 있는 Collins[13]의 해석결과와 비교

하여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00초까지의 계산결과 최소 과냉각도는 PT/CT 접촉

이 일어나는 위치/시간에서 30
o
C이상을 유지함으로써 노내 압력관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Read mesh

Write 
solution

Linea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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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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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First Call

Start of Run

Start of Time Step

Start of Coefficient Loop

Start of Linear Solution

End of Linear Solution

End of Coefficient Loop

End of Time Step

End of Run

Read Input 
Files

Timestep
info

User Source

User FORTRAN

Read and store transient heat 
load data

Get time step information 
from the solver

Implement transient heat load 
into source terms of energy 
equations. 

그림 2.2.10  핵연료다발별 과도 열부하 처리를 위한 계산 과정과 User Sub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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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LOECC를 동반한 RIH 35% 파단사고에 대한 감속재 해석 

다.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100% 출구모관 파단 사고에 대한 감속재 해석

그림 2.2.12은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100% 출구모관 파단 사고에 대한 

Blowdown Phase(< 40초)가지의 최대 과냉각도 추이를 보여준다. 이 사고과도는 40초까

지 PT/CT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각 채널열의 최소 과냉각도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2.12 LOECC를 동반한 ROH 100% 파단사고에 대한 감속재 해석 

라.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55% 펌프 흡입관 파단 사고에 대한 감속재 해석

그림 2.2.13은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55% 펌프 흡입관 파단 사고에 대한 

Blowdown Phase(< 40초)가지의 최대 과냉각도 추이를 보여준다. PT/CT 접촉이 일어

나는 D열 이상의 채널에서 감속재 과냉각도는 30
o
C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Blowdown 

Phase 동안 노내 압력관의 건전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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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LOECC를 동반한 PSB 55% 파단사고에 대한 감속재 해석 

5. 연구 결과 및 활용

이상의 연구 결과와 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개발된 CFX10-CAMO는 2단계에서 개발된 CFX4-CAMO에 비해 계산시간이 수십 

배까지 단축되어 현장 활용성이 확장됨.

• CFX-10 모사성능 평가에서 얻은 결과를 Diffuser 어셈블리 내 유동해석에 적용함.

• Diffuser 어셈블리 내 유동해석에서 얻어진 Diffuser 출구 유동정보는 감속재 유동해

석의 입구 경계조건으로 활용될 예정임.

• 난류모델에 대한 감속재 해석 민감도 분석은 감속재 유동해석의 불확실성 평가에 활용

될 수 있음.

•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 유동 불안전성과 지역적 온도변동 예측은 실험에서 관측된 계

측온도 변동 메카니즘 규명에 활용됨.

• 개발된 감속재 해석모델인 CFX10-CAMO는 운전 중 중수로의 사고과도시 감속재 최

소 냉각도 계산 및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설계 중인 중

수로의 안전성 평가에도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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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연료채널 CATHENA PBD 해석 모델 및 검증용 CFD 

모델 개발

1. CS28-1 실험자료의 CFD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CATHENA PBD (Post-BlowDown) 해석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CS28-1 실험자료에 대하여 CFD 검증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자료와 CFD 해석결과를 비

교 분석한 것이다. CATHENA PBD 해석 모델 개발의 대상은 현재 CANDU-6 원자로에

서 사용 중인 37 연료봉인 반면에 이용 가능한 CS28-1 실험자료는 28 연료봉에 대한 것

이다.  따라서 핵연봉의 수가 다른 점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핵연료채널 내 

post-blowdown 현상 자체가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용 CFD 코드

를 사용하여 CS28-1 실험에 대하여 3차원의 상세 CFD 해석 결과를 생산한 다음 

CATHENA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CATHENA PBD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

실도를 줄이기로 하 다[2.3.1∼2.3.4]. 이러한 상세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7 연료봉에 

대한 CATHENA PBD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의 하나로 상용 CFD코드인 CFX5.7를 사용해서 

CS28-1 실험결과 중에서 정상상태에 대해서만 CFD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험결

과와 비교 평가하 다.

나. CFD 해석

(1) 격자모델

CS28-1 실험에 대한 검증 CFD 해석을 위한 격자모델은 대칭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핵연료채널 전체를 그림 2.3.1 (a)와 같이 모사하 다. 이는 핵연료채널 입구 역에서 발

생한 증기 온도의 비균일한 분포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환형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대류 현상을 실제와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함이다[2∼4]. 또한 본 격자모델은 

핵연료채널 내에서 30c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5개의 지지격자도 모사하 다. 이는 서

로 다른 온도의 증기가 지지격자 내의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열혼합이 활발히 발생하여 

CFD 해석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지격자 모델로 인해서 격자모델의 전체 

셀 수가 대폭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지지격자 모델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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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가 흘러가는 FES와 압력관 사이의 역에는 총 1,368,423개의 셀이 형성되었고, 

이 중에서 육면체(hexahedron)는 1,203,040개이고 오면체(wedge)는 5,824개이다. FES 

벽면 근처 가까이 격자가 분포 되어 있었어, y+ 값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격자모

델 내 FES 벽면 등에 격자 셀이 매우 조 하게 생성되므로 적절한 aspect ratio를 고려하

기 위해서 축방향으로는 180개의 셀을 분포시켰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흘러가는 환형공간

에는 전부 육면체로 총 567,840개의 셀이 생성되었다. 반경방향으로는 10개 셀이 분포하

는데, 환형공간 중앙보다는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벽면근처에서 격자 셀이 더 조 하게 

분포한다. 핵연료채널 원주방향으로는 315 개의 셀이 약간 비균일하게 분포되었다. 이는 

지지격자 내 16개 반원모양의 작은 구멍에 셀이 집중되므로(그림 2.3.1, (b)) 원주방향으로 

균등하게 셀을 분포시키려면 315개 셀 보다 더 많은 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내부는 전부 육면체로 모두 동일하게 227,136개의 셀이 생성되었고, 반경방

향으로는 4개의 셀이 분포되었다. 이와 같이 생성된 총 격자 셀 수는 4,324,340개이다. 이 

격자모델 셀 수는 PC 1대가 계산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리눅스 시스템에서 

CPU 4개에 나누어 병렬 계산되었다.

(2) 경계조건 및 물성치 자료

본 CFD 해석은 CS28-1 실험조건인 전기가열기 전력, 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유량 및 

고체표면의 방사율 등을 경계조건으로 주고 핵연료채널 내 전도, 대류 및 복사열전달을 

계산하는 것이다. 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입구경계조건은 각각 핵연료채널 입구 역과 압력

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환형공간 입구 역에 Dirchlet 조건[5]을 사용해서 실험조건을 

활용하여 속도와 온도를 표 2.3.1과 같이 지정하 다. 실험에서는 증기가 압력관 상부에서 

작은 배관을 통해서 핵연료채널 내로 들어오면서 응축현상이 발생하여 온도분포가 비균일

해지고, 복잡한 유동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핵연료채널 입구에서의 증

기관련 실험자료는 국부지점 두 곳의 온도와 증기의 총 유량 값밖에 없다. 또한 격자모델 

생성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증기 입구조건을 압력관 상부대신 핵연료채널 입구에 설

정하 다. 그래서 입구의 증기온도는 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선형

적으로 감소하는 분포를 그림 2.3.2와 같이 주었고, 속도는 유량 10g/s가 입구 역에서 균

일하게 분포하여 흘러가게 하 다. 난류유동 조건인 난류강도는 평균유속의 5%를 주었다. 

이산화탄소는 유랑이 0.19g/s 로 매우 작고, 자연순환이 발생할 때 Ra 수가 10
7
 정도이므

로 난류유동으로 해석하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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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경계조건은 유체가 완전발달 했다는 가정 하에 Newmann 조건인 압력조건[5]을 

핵연료채널과 환형공간의 출구 역에 지정하 다. 칼란드리아 외벽에는 40℃의 일정 온도 

조건을 적용하 다. 이는 CS28-1 정상상태 실험 수행 중에는 감속재 탱크 수조수의 평균 

온도가 40℃에서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경계조건으로 판단된다[7∼11]. 전기가

열기에 의해 FES에서 발생하는 열은 생성항 (heat source term)을 사용해서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10kW을 Inner/Middle/Outer FES에 0.78:0.88:1.10 비율로 주었다.

복사열전달 계산을 위해서는 FES 피복관 표면, 압력관 내, 외벽 및 칼란드리아관 내

벽의 방사율 값을 경계조건으로 주어야 한다. 방사율은 CATHENA 입력자료를 활용해서 

FES 표면과 압력관 외벽은 0.8, 칼란드리아관 내벽은 0.34 로 주었다 [12∼14]. 또한 증기

와 이산화탄소는 2원자 분자라서 열복사 광자를 흡수해서 기체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으

므로[15] 이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증기와 이산화탄소의 Plank-mean absorption 

coefficient 값[15]을 열복사 흡수계수로 온도의 함수로 주었다. 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열전

도 값[6], FES 피복관과 칼란드리아관의 zircaloy 합금, FES 내부의 알루미나 합금, 압력

관 (Zr-2.5% Nb)의 열전도 및 도 값도 온도의 함수로 주었다[7∼11,16].

(3) CFD 유동장 모델 및 지배방정식

본 CFD 해석은 CS28-1 실험의 post-blowdown 현상을 CFX5.7에 내장되어 있는 압

축성 난류유동과 열전도, 대류 및 복사열전달 모델로 모사하 다[5,17]. 압력관과 칼란드

리아관 사이로 흐르는 이산화탄소는 유속이 0.19g/s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력

관 외벽은 510℃, 칼란드리아관 내벽은 40℃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도차이

에 의한 자연순환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6,18,19]. 따라서 이 현상을 모사하기 위

해서 Boussinesq 모델[5]을 사용하 다.

CFD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CFX5.7에 내장되어 있는 질량보존 방정식, 압축성 

Navier-Stokes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보존 방정식이다(식 (2.3.1)∼식 (2.3.3)). 에너지보

존 방정식은 압축성 유동해석을 위한 동적 엔탈피(Total Enthalpy)를 사용하 다. 난류유

동장 해석을 위해서는 압축성 유체에는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표준 k-ω 모

델 (식 (2.3.4)∼(2.3.5))[5,20]을 사용하 다. 복사열전달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광학적 두

께가 얇은 경우에 적용되는 Discrete Transfer Method[21]를 사용한 radiation transport 

solver (식 (2.3.6))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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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FD 해석결과 분석

CFD 해석결과가 에너지 보존측면에서 타당한 지를 조사하기 핵연료채널 내에서 증기 

및 이산화탄소에 의한 대류 열전달량과 칼란드리아 외벽을 통한 열전달량의 합이 FES에

서 생성된 열량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 고(표 2.3.2), 열평형(heat balance)이 잘 이루어

짐을 확인하 다. FES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열량은 복사열전달에 의해 압력관에 전달된 

다음, 다시 칼란드리아관 내벽으로 복사와 전도 및 대류열전달에 의해 전달된 후, 칼란드

리아 내벽에서 외벽으로 전도열전달에 의해 전달된다. 칼란드리아 외벽의 온도는 경계조

건에 의해 40℃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8.06kW의 열량이 열전도에 의해 전달되기 위해서 

내벽의 온도는 약 41℃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CS28-1 실험에서 증기 온도를 측정한 동일한 위치에 대해 CFD 해석결과를 추출하여 

비교하 다(그림 2.3.3). CFD 해석결과는 핵연료채널 입․출구의 동일한 높이에 있는 온

도계측기(TC63-TC67, TC64-TC66)를 축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따라 증기 온도를 나타

내었다. 핵연료채널 입구에서는 실험자료를 참조하여 입구의 증기 온도 분포를 주었기 때

문에 당연히 실험결과와 CFD 해석결과가 그 위치에서는 일치한다. 출구에서는 실험결과

와 CFD 해석결과가 TC65와 TC66 위치에서는 거의 일치하 고, TC67 위치에서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났다. 실험에서 입구 증기온도의 불확실성과 온도계측기의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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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을 고려하면 CFD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FD 해석결과에서 핵연료채널 정 중앙 지점(TC67)의 온도가 입구에서부터 약 0.3m

까지 약 60℃ 정도 가파르게 상승한 후, 계속 증가해서 출구에서는 다른 곳보다 온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3). 이것은 정 중앙 역을 흘러가는 증기는 지지격자의 

가장 작은 구멍을(직경 약 4mm) 지나가면서 입구의 비균일한 온도분포가 잘 혼합되어 다

른 역보다 온도상승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 FES의 높은 온도로 인한 증기의 

복사 흡수효과가 후단보다는 전단에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과 CFD 해석에서 구한 Inner FES의 온도와 측정된 온도계측기의 위치가 그림 

2.3.4에 나타나 있다. 실험결과는 동일한 축방향 위치의 2∼3개 온도계측기들에서 측정된 

값을 평균한 것으로 판단되어[7∼11], CFD 결과도 온도계측기 위치의 온도 값들을 추출

하여 평균하 다. CFD 해석과 실험결과의 차이는 FES 전단에서는 약 30℃ 정도이고, 후

단에서는 약 2∼5℃이다. 그리고 실험결과는 축방향을 따라서 온도가 거의 690∼710℃를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CFD 결과는 축방향을 따라서 669℃에서 703℃까지 약 35℃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 다. 따라서 CFD 결과는 실험결과의 축 방향 온도분포 경향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나 CFD 해석에서 입구조건 설정에 사용된 가정들, 

CFD 복사열전달 계산에 사용된 Discrete Transfer Model의 한계성[21] 및 열복사 광자

가 균일하게 입․방사한다는 gray 가정과 실험의 불확실도[16] 등을 고려하면, CFD 결과

가 실험결과를 전체적으로 타당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iddle FES 에서의 온도분포 비교결과와 온도계측기 위치가 그림 2.3.5에 나타나 있

다. 실험과 CFD 결과는 Inner FES 때와 거의 유사하다. CFD 해석과 실험결과의 차이는 

FES 전단에서는 약 30℃ 정도이고, 후단에서는 약 2∼10℃ 이다. 그리고 실험결과는 축

방향을 따라서 온도가 약 705℃에서 약 692℃ 까지 약 13℃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CFD 결과는 축방향을 따라서 682℃에서 705℃ 까지 약 23℃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 다. 따라서 CFD 결과는 Inner FES 때처럼 실험결과의 축 방향 온도분포 경향을 

잘 예측하지 못하 다.

Outer FES 에서의 온도와 온도계측기 위치가 그림 2.3.6에 나타나 있다. 실험과 CFD 

결과는 전체적으로 Inner/Middle FES 경우와 유사하다. 그리고 실험결과는 축방향을 따

라서 온도가 약 682℃에서 약 658℃ 까지 약 24℃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CFD 결과는 축방향을 따라서 614℃에서 662℃ 까지 약 48℃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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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FES 중단부터 후단까지는 CFD 결과가 실험결과를 약 20℃ 내에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ES 전단(0.2m 지점)에서는 CFD 결과와 실험결과 차이가 약 

70℃로 나타났고, 이 온도가 계측된 지점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R3-6 이다. 실험에서 

이 지점의 증기 속도 분포와 CFD 해석에서 가정된 조건들의 차이가 70℃의 온도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FD 해석의 입구경계조건 설정에 가정들을 개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관에서의 온도분포 비교결과는 그림 2.3.7에 나타나 있다. 압력관은 

Inner/Middle/Outer FES와는 달리, CFD 결과가 축방향에 따라서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은 잘 예측하지만, 압력관 중단부터 후단까지 실험과 CFD 해석결과와의 차이

가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압력관 온도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FES 와 달리, 복사열전달에서 열복사 광자의 이동이 압력관 외벽에서 칼란드리아관 내벽

으로만 균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7에서 CFD 해석결과를 온도

계측기 원주방향 위치 5개에 대해 분리하여 나타내었다. 이것은 실험에서 압력관 전단 온

도는 압력관 하부 지점만 계측했고, 후단은 압력관 상, 하부 지점과 오른쪽 및 왼쪽 지점 

온도를 평균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CFD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었다.

압력관 온도분포의 CFD 해석결과는 상, 하 위치에 따라 전단에서는 약 90℃, 중단에

서는 약 20℃ 및 후단에서는 약 7℃ 차이가 발생했다. 이것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

이의 환형관으로 흐르는 이산화탄소의 자연대류 현상에 의해서 상부쪽은 하부쪽 보다 온

도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핵연료채널의 환형관 입구로 20℃의 온도로 

들어와서 축방향으로 0.1m를 지나기 전에 약 350∼450℃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다음, 환

형관 후단쪽에서는 약 400∼440℃ 까지 상승한다. 압력관 상부쪽(그림 2.3.7)의 온도가 전

단에서 축방향으로 약 18℃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산화탄소 온도가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에, 압력관과 이산화탄소 온도가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압력관이 냉

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도분포 중에서 5곳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

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지격자 5개가 압력관에 접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FES

에서 압력관으로 열전달이 더욱 잘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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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및 활용

CS28-1에 대해서 상용 CFD 코드인 CFX5.7를 사용해서 검증 해석을 수행하 다. 복

사 및 대류열전달이 중요한 물리적 현상인 본 실험에 대해서 CFX5.7를 사용한 해석은 비

교적 실험결과를 대체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FD 해석결과는 실험결과

의 Inner/Middle/Outer FES 전단 온도분포를 약 4∼5% 정도 높게 예측하고, 축방향 온

도분포 변화 경향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 다. 또한 압력관 온도분포는 약 

6% 정도 높게 예측하 지만, 축방향 온도분포 변화 경향은 비교적 잘 예측하 다. CFD 

해석에서 실험자료가 부족하여 입구 증기온도 분포를 적절히 가정한 것과 복사열전달 계

산시 사용한 Discrete Transfer Model 단점 및 Inner/Middle/Outer FES와 압력관 사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열복사 광자 이동을 고려하면, 비교적 타당한 CFD 해석결과

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CFD 코드를 사용해서 CATHENA PBD 해석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압력관과 칼란드

리아관 사이의 환형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자연대류 및 복사열전달에 대해서는 좀

더 정 한 CFD 해석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B. W. Rhee, H. S. Kang and B-J Min, "Improvement of Post-blowdown 

Fuel Channel analysis Model of CANDU 35% RIH Break LOCA without 

ECC," Proc. of ICAPP ‘04, Pittsburg, USA, June 13-17 (2004).

[2] H. S. Kang, B. W. Rhee and B-J Min, "CFD Analysis against the steady 

state experiment for Post-blowdown Phenomena in the CANDU fuel 

channel", Proc. of the ’04 KNS Autumn Conf., Yongpyong, Korea, Oct. 

27-28 (2004).

[3] H. S. Kang, B. W. Rhee and B-J Min, "CFD Analysis for Experiment of 

Single Channel Post-Blowdown", Proc. of the ’05 KNS SpringConf., Jeju, 

Korea, May 26-27 (2005).

[4] H. S. Kang, B. W. Rhee and J-Hwan Park, "CFD Analysis for a Natural 

Convection in the Annulus Gap Under Post-blowdown", Proc. of the ’05 

KNS  Autumn Conf., Busan, Korea, Oct. 28-29 (2005).

[5] ANSYS, Inc., CFX5.7 Manual (2004).

[6] Bejan, Convection Heat Transfer 2nd ed., Wiley Inter. Science (1995).



- 62 -

[7] M. H. Bayoumi and W. C. Mur, "Post-Test Simulation and Analysis of the 

Second Full Scale CHAN 28-Element Experiment (Validation of CHAN-II 

(MOD 6) Against Experiments), Proc. of the 16th Annual CNS Conference, 

Saskatoon, Canada (1995).

[8] M. H. Bayoumi, W. C. Mur and P. S. Kundurpi, "Post-Test Simulation of 

the First CHAN 28-Element Experiment (Verfication of CHAN-II MOD 6 

Against Experiment), Proc. of the 4th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mulation Methods in Nuclear Engineering, Montreal, Canada (1993).

[9] Q. M. Lei and T. M. Goodman, "Validation of Radiation Heat Transfer in 

CATHENA", Proc. of the 5th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mulation 

Methods in Nuclear Engineering, Montreal, Canada (1996).

[10] Q. M. Lei, D. B. Sanderson, K. A. Haugen and H. E. Rosinger, "Post-Test 

Analysis of the 28-Element High-Temperature Thermal-Chemical 

Experiment CS28-1", Proce. of the 4th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mulation Methods in Nuclear Engineering, Montreal, Canada (1993).

[11] D. B. Sanderson, K. A. Haugen, R. G. Moyer and H. E. Rosinger, 

"Out-of-Pile Fuel Channel Experiments for Severe Accidents Conditions", 

Proc. of the ANS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Safety of Thermal 

Reactors, Portland, OR, pp.92-100 (1991).

[12] V. F. Urbanic and T. R. Heidrick, "High-Temperature Oxidation of 

Zircaloy-2 and Zircaloy-4 in Steam", Journal of Nuclear Material, 75, 

pp.251-261 (1978).

[13] D. H. Bradhurst and P. M. Heuer,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In-Reactor Oxidation of Zirconium Alloys in Moist CO2 Atmospheres from 

573-868K", Journal of Nuclear Material, 96, pp.196-204 (1981).

[14] P. M. Mathew, M. Krause, M. Dean and M. H. Schankula, "Emittance of 

Zircaloy-4 Sheath at High Temperatures in Argon and Steam 

Atmospheres", Proc. of the 10th Annual CNS Conference, Ottawa, ON 

(1989).

[15] Michael F. Modest, Radiative Heat Transfer, 2nd ed., ch.10, McGraw-Hill, 

New York (1993).

[16] T. Nitheanandan, "CHAN 28-Element Fuel-Channel Thermal-Chemical 

Expeiments", AECL Presentation Material in the 4th JRDC Meeting, 



- 63 -

KAERI, Taejon, Korea, May 19-20 (2005).

[17] F. R. Menter, P. F. Galpin and et al, "CFD Simulation of Aerodynamic 

Flow with a Pressure-based Method", Proc. of the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Aeronautical Science, Yokohama, Japan (2004).

[18] J. T. Rogers and S. S. Goindi, "Effect of Gas Flow in the Insulating 

Annulus on Fuel Channel Temperatures in a Severe Accident in a CANDU 

Reactor", Proc. of the 7th Annual CNS Conference, pp.163-167 (1986).

[19] T. H. Kuehn and R.J.Goldstein, "Correlating Equations for Natural 

Convection Heat Transfer Between Horizontal Circular Cylinder", Int. J. 

Heat Mass Transfer, 19, pp.1127-1134 (1976)

[20] M. K. Chung, "Lecture Note of Computational Turbulence Modeling", 

KAIST, Korea, (2005).

[21] P. J. Coelho and M. G. Carvalho, "A Conservative Formulation of the 

Discrete Transfer Method", Journal of Heat Transfer, 119, pp.118-128 

(1997).

[22] M.Perlmutter and R. Siegel, "Heat Transfer by Combined Forced 

Convection and Thermal Radiation in a Heated Tube", Journal of Heat 

Transfer, C84, pp.301-311 (1962).



- 64 -

그림 2.3.1  CFD 해석을 위한 격자모델

(b) 지지격자 모델

(a) 전체 격자모델

(c) 격자모델 2차원 단면 내 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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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입구경계조건에 주어진 증기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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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증기온도 실험결과와 CFD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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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CFD 해석의 입, 출구 경계조건

입구경계조건 출구경계조건

증기
속 도 : 11.72 m/s (난류강도 5%)

0 Pa
온 도 : 550∼650 

o
C

CO2
속 도 : 0.033 m/s

0 Pa
온 도 : 20 

o
C

표 2.3.2  CFD 해석의 열 평형(heat balance) 계산 결과

열 생성 (FES) 
[kW]

대류 열전달 
[kW]

복사 열전달 [kW]
(칼란드리아 외벽의wall heat flux)

9.84
증기 이산화탄소

8.06
1.66 0.06

2. CS28-2 실험자료의 CFD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37봉 핵연료채널의 PBD 해석에 대한 CATHENA 계산 결과를 검

증할 수 있는 CFD 해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PBD 해석 관련 열수력 

실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 다중봉 다발 실험의 하나인 CS28-2에 대한 CFX-10 입력모

델을 개발하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CFX-10 해석결과를 검증하 다. CS28-2 실험을 

CFX-10 코드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 실험조건에서의 복사열전달과 과도상태 조

건에서 증기/지르칼로이 산화반응을 정확히 예측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온 증기 냉각 핵연료채널 실험 자료 조사

- CFX-10 코드의 복사열전달 모델 검증 및 평가

- CS28-2 실험 정상상태 계산

- CS28-2 실험 과도상태 계산

나. 고온 증기 냉각 핵연료 채널 실험 현황

(1) 고온 화학반응 실험군 개요

중수로 핵연료채널 고온화학반응 실험 프로그램은 핵연료 모사 가열봉 (FES)의 개수

와 실험조건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실험군들로 이루어졌다. FES 개수에 따라 분류된 단일



- 69 -

봉 (single-element) 실험[1]으로부터 7개 봉 (seven-element) 실험[2,3,4,5,6,7], 그리고  

28봉(28-element) 실험인 CS28-1[11], CS28-2[8], CS28-3 실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단일봉, 7봉, 그리고 28봉 실험의 하나인 CS28-2 에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 다. 이

들 실험들의 정보 및 데이터들이 대부분 비공개이기 때문에 학회나 저널에 공개된 내용들

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 다.

먼저 실험군들의 특성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고, 실험 장치 및 계측, 주요 실험장치 크

기, 그리고 실험절차 등을 기술한다.

(가) 실험군 분류

고온화학반응 실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 3가지이다.

첫 번째 기준은 실험장치 채널내에 장착된 가열봉 다발의 개수이다. 단일봉 실험의 경

우에는 단일봉 주변의 개별 현상에 초점을 두었고, 7봉 실험에서는 여러 개 봉의 향 및 

채널 내 부수로 향을 고려하도록 하 다. 고온화학반응 실험군들에 사용된 FES들은 

Pickering 발전소 핵연료봉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이 원자로의 실제 다발 수를 반 한 

28개 봉 실험들이 최종 단계에서 수행되었다.

두 번째 기준은 가열봉 (FES) 다발들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관, gap, 그리고 칼란드리

아관으로 이루어진 채널의 형상이다. 단일봉 실험을 포함하여 7봉 실험 초기의 저온 실험

과 일부 고온 실험에서는 채널이 수직으로 위치해 있었지만 7봉 실험 후반 이후 28봉 실

험까지는 실제 중수로 원전에서와 같이 수평채널로 바뀌었다. 초기 실험군들에서 수직 채

널이 사용된 이유는 검증 대상이 되는 CHAN-II 코드가 일차원 코드로써 길이 방향으로 

대칭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1]이고, 실험 당시에 가용한 graphite 가열봉이 수직채널에 

적합[3]하 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준은 실험 중 FES 상승 온도이다. 고온화학반응 실험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가 고온증기/Zircaloy 발열반응이다. 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채널내

의 증기 온도를 높은 온도로 올려야 하고 FES에 제공되는 전기 열출력 또한 재질의 용융

점 한계 이하의 범위까지 올려 주어야 한다[4]. 일반적으로 산화되지 않은 zircaloy-4의 

용융점이 1765℃이므로 증기/Zircaloy 반응 및 전기가열에 의한 FES 온도 상승이 1765℃ 

이하로 유지되도록 실험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FES 최대 온도가 Zircaloy 용융점에 인접

하게 실험을 수행한 고온 실험과, 이보다 낮은 온도 (약 1300℃)까지 올린 저온 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세가지 기준인 FES 개수, 채널 형상, 그리고 FES 상승온도에 따라 고온화

학실험들을 분류한 결과를 표 2.3.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분류한 실험들에 대한 분류기호

를 함께 표기하 다. 분류기호 표기에서 단일봉 및 7봉 실험에 대해서는 채널 형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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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직 채널인 경우는 'V'를, 수평 채널인 경우는 'H'를 사용하 다.

표 2.3.3 고온화학반응 실험들의 분류

FES 개수
단일봉

(Single-element)
7봉

(Seven-element)
28봉

(28-element)

채널 형상 수직 수직 수평 수평

FES 
최대온도(℃) 1706

저온 저온
1700 1650 1760 1720 1730 1860 >18601300 1213 1343

칼란드리아관 
외부 냉각

냉각수 재킷 냉각수 재킷 수조
냉각수 
재킷

분류기호 V1-1 V1-2 VC7-1 VC7-2 V7-1 V7-2 H7-1 H7-2 CS28-1 CS28-2 CS28-3

참고문헌 [1] [1] [1,2] [1,2] [3,5] [3,5,6] [4,5] [7] [11,12] [8,12] [12]

(나) 실험 장치 및 계측

실험장치 주요 구성은 증기를 생성시키는 장치, 열수력 및 발열반응 현상이 일어나는 

실험부와, 이를 외부에서 냉각시키는 냉각수 재킷 또는 수조, 실험부에서 흘러나오는 기체

들을 방출하고 실험 중 발생하는 수소를 분리해 내는 부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유체가 이동되는 주요 지점에서의 유량, 온도, 그리고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들이 있다. 

그림 2.3.8 에 전체적인 실험 루프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증기 발생기에서 생성되는 

증기는 예비가열기 (superheater)를 통과하면서 실험부 입구에서의 증기 온도가 약 700℃

로 상승한다 (CS28 실험의 경우). 실험부로 흘러 들어가는 증기 유량은 예비가열기 상류

측에 위치한 오리피스 유량계에 의해 측정된다. 증기가 실험부을 지나면서 대류 열전달을 

통해 FES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 (냉각) 하고, FES 및 압력관 표면의 Zircaloy와 발열

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생성시킨다. 증기와 수소의 혼합기체는 실험부 출구를 빠져 나와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증기 부분만 응축이 된다. 그 다음 Water trap 에서 수소가 응축수

로부터 분리되어 순수 수소 생성량만을 계측하고 대기로 방출한다.

실험부에는 고온의 증기가 흐르는 채널 속에 핵연료 모사봉인 FES가 위치해 있다. 7

봉 실험의 경우에는 FES의 가운데 봉 1개를 중심으로 나머지 6개 봉 (outer ring)들이 원

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28봉 실험의 경우에는 가운데 4개 봉이 위치 (inner ring)해 있고 

그 외부에 8개 봉이 (middle ring), 최외곽에 16개 봉 (outer ring)이 둘러싸고 있어, 총 

28 봉 배열을 이룬다. 각 FES는 graphite 전기 가열봉, zircaloy-4 피복관,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위치하여 graphite 가열봉으로부터 Zircaloy 피복관을 전기 절연시켜주는 

alumina (Al2O3) 펠릿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9 참조). FES 다발 바깥에서는 

zirconium (Zr-2.5Nb)으로 만들어진 관 (flow tube)이 둘러싸고 있어서 압력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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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low tube(압력관)와 칼란드리아관 사이에는 gap이 존재하며, gap에는 CO2 기체

가 채워져 있다 (그림 2.3.10). 칼란드리아관 바깥에는 냉각수 수조 또는 자켓을 설치하

다.

HORI ZONTAL TEST SEC TION

B OILER

STEAM
SHUT OFF

NITROGEN

PURGE 

POST-TEST
COOLING

(NITROGEN) 

STEAM FLOW
MEASUREMENT 

SUPERHEATER

TANK

WATER

C ONDENSER

CALIBRATI ON
BY-PASS 

WATER TRAP

H2

PURGE

WATER
FILTER

MASS FLOW
METER 

HYDROGEN
ANALYSER

VENT

> 1400℃

~ 700℃

250℃

그림 2.3.8  고온화학반응 실험 루프 개요 (예: CS28 실험장치)

Hole for Thermocouple

Zr-4 Sheath

Graphite

5.78
7.15

7.65

3.00

Dimensions in mm

Al2O3

1.73

Hole for Thermocouple

Zr-4 Sheath

Graphite

5.78
7.15

7.65

3.00

Dimensions in mm

Al2O3

1.73

그림 2.3.9  FES 설계 (예: CS28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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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부의 가열구간(1800 mm 길이) 내에 위치한 열전대들은 FES, 압력관, 그리고 칼

란드리아관 등의 온도를 측정한다. 이들 열전대의 위치 좌표는 입․출구 측에서 본 단면

에서의 위치와 길이방향에서의 위치에 따라 3차원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그림 2.3.10을 보면 단면에서의 열전대 위치가 각 FES 링의 안쪽 및 바깥쪽, 압력관 

원주방향 지점, 그리고 칼란드리아관 외벽의 위쪽 및 아래쪽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

한, 그림 2.3.10의 1∼6까지 숫자는 각 FES 링의 안쪽 및 바깥쪽 열전대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점선으로 표시된 6개 링).

그림 2.3.10  실험장치 단면을 통해 본 FES,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배치 (CS28-2)

그림 2.3.11에서는 길이방향에 대한 열전대의 위치와 표시 번호(station number)를 나

타내었다. Graphite 봉의 가열이 시작되는 부분의 길이방향 좌표 값을 0mm로 하면 가열

이 끝나는 부분에는 1800mm가 된다. 표시 번호의 예로써 11번 위치는 가열시작점으로부

터 1575mm 떨어진 지점이 된다. 그림 2.3.1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곳은 spacer plate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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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실험장치 길이 방향으로 본 thermocouple의 위치 및 표시 번호 (CS28-2)

(다) 28봉 실험부 비교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28봉 실험들은 채널내 다발의 배치와 채널의 냉각방식에 

따라서 CS28-1[11], CS28-2[8], 그리고 CS28-3 실험으로 나뉜다. 그림 2.3.12에 이들 3 

가지 실험장치의 실험부 단면들을 비교하 다.

그림 2.3.12  CS28 실험들에 대한 실험부 단면 비교

표 2.3.4 에서는 28봉 실험에서 채널내 주요 부품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CS28-3 실험에서는 변형되지 않은 압력관 조건을 가정하기 때문에 채널 및 FES 다

발 형상이 CS28-1의 경우와 동일하여 표 2.3.4에 따로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 부품의 크

기에 대해서 CS28-1과 CS28-2을 비교하면 FES 규격과 칼란드리아관 크기는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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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참고 문헌상의 표기 차이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CS28-2 실험에서는 고압에서 압

력관이 ballooning 된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압력관을 팽창시켜 그 직경 (내경 및 외경 모

두)이 CS28-1의 경우에 비해 증가하 고, 28개 FES 다발들이 압력관 중심점 아래로 처

져 있다 (4.55 mm: 참고문헌의 도면으로부터 추정). 따라서 CS28-2 실험에서는 CS28-1 

실험에 비해서, 압력관 안쪽에 증기가 FES를 bypass하는 면적을 포함하여 유동 면적이 

증가하게 되지만 CO2 gap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표 2.3.4  28 봉 실험에 대한 주요 실험 부품 크기 및 배열

파라미터 CS28-1 CS28-2

FES

Graphite 봉 외경(mm) 6.0 6.0

Alumina 외경 (mm) 14.4 14.3

Zircaloy 피복관 외경 (mm) 15.32 15.3

Pitch

Inner ring (mm) 23.5 23.4

Middle ring (mm) 53.7 53.7

Outer ring (mm) 84.58 84.5

압력관
내경 (mm) 103.81 115.1

외경 (mm) 113.78 123.2

칼란드리아관
내경 (mm) 129.56 129.6

외경 (mm) 132.36 132.4

FES 다발 중심점
압력관 중심점으로부터 거리 

(mm) 0.0 4.55

그림 2.3.13에 CS28-2 실험장치의 측면을 나타내었다. Graphite 가열봉의 1800 mm 

길이 부분이 실제 가열되는 부분이고 이 구간에 5개의 spacer plate를 설치하여 가열구간

을 6등분한다. Spacer plate는 1.7 mm 두께의 zircaloy-4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설치한 목적은 FES 다발의 sagging 현상을 최소화하고 실제 CANDU-6 원자로에 있는 

end plate를 모사하여 이로 인한 증기 유동의 향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그림 2.3.14에 

spacer plate 단면을 나타내었다. 채널 속의 증기가 spacer plate 구간을 지날 때 채널 윗

부분의 bypass 역뿐 아니라, spacer plate 부분의 막히지 않은 서로 다른 크기의 여러 

구멍들을 통해 흘러간다.

압력관의 길이는 2330mm이고 Zr-2 칼란드리아관의 길이는 2020mm 이다. 그림 

2.3.13에서 압력관의 길이와 가열구간 1800mm을 고려하면 FES 양단에 각각 265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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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열 구간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수평 채널이 담겨있는 외부 수조는 그 길이가 1875mm, 폭은 620mm, 그리고 높이가 

750mm 이다. CS28-2 실험기간 동안 칼란드리아관 위쪽 표면의 수심이 170mm 이상 유

지되었다 [8].

그림 2.3.13  CS28-2 실험장치의 측면

FES

Spacer plate

Steam flow PT

Calandria tube

CO2 flow
FES

Spacer plate

Steam flow PT

Calandria tube

CO2 flow

그림 2.3.14  CS28-2 실험장치 실험부 단면에서 본 spacer plate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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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에는 CS28-2에서 측정한 열전대 위치와 개수를 나타내었다.

표 2.3.5  CS28-2 온도 측정

항목 위치
계측기

개수 타입

온도

FES 피복관 안쪽 48 TC (type C)
압력관 외벽 표면 26 TC (type R)
채널 내 증기 온도 6 TC (type C)
채널 출구 증기 온도 1 TC (type R)
칼란드리아관 외벽 표면 13 TC (type K)

총 thermocouple 개수 94 TC
수조 온도 5 RTD

(라) 실험 절차

CS28-2 실험 중심으로 실험절차를 기술한다.

- 압력관 ballooning 과정

CS28-2 실험만 고온실험 과정 이전의 압력관 ballooning 과정이 추가되었다. 이 과정

에서는 일정 압력을 가해 압력관을 팽창시켜 ballooning 조건을 모사한다. 압력관 

ballooning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purging 과정: 압력관, gap, 그리고 FES 속의 공간을 각각, argon, CO2, He 기체를 

주입하여 정화시킨다.

② 2 kW 저출력으로 실험부를 예열하여 건조시킨다. (약 1시간 동안)

③ 이후 40kW로 급격히 출력을 높이다가 압력관 온도가 600℃로 상승하면 20kW로 

출력을 낮춘다.

④ 압력관 온도가 700℃까지 상승하면 argon 기체로 400kPa까지 압력관을 가압시킨

다.

⑤ LVTD (Linear Variable Difference Transformer) 로 압력관 반경방향 변형을 측정 

(변형량 5-6mm)하고 출력을 0으로 낮춘다.

⑥ 열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험부를 서서히 냉각시킨다.

- 고온 실험 과정

고온 실험과정 예비단계에서는 압력관, gap, 그리고 FES 속의 공간을 각각, a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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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He 기체를 주입하여 purging 시킨다. Gap 에서의 CO2 유동은 초기에는 매우 높다

가 본격 실험에 들어갈 시점에서는 1.6 SLPM (Standard Liter per Minute)로 줄어든다. 

증기 예열기(steam superheater) 및 실험부는 argon 기체로 예열 및 건조 (dry-out) 시

키다가 증기를 예열기로 흘러 보내면서 argon 기체 주입을 중단한다.

이후 고온 실험이 시작되면서 저출력의 정상상태의 1단계, 고출력 과도상태의 2단계, 

그리고 정지출력의 3단계 등, 총 3단계로 나누어 FES 출력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킨다. 

CS28-2 실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저출력 정상상태

   실험부 입구에 유입되는 증기 온도를 700℃로 증가시키고 유량은 15g/s 로 유지한

다. 이때 FES 출력을 10kW로 유지하며 유사 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를 

유지시킨다.

② 고출력 과도상태

   1단계 정상상태 이후에는 FES 출력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최고 130∼147 kW까지 

상승시킨다. FES 온도 측정값이 1700℃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 고출력을 유지시킨

다. 이후 FES 온도가 상승하여 출력을 정지시키면 다음 3단계가 시작된다.

③ 정지 출력

   FES 출력이 정지된 이후에도 고온의 Zircaloy 표면과 증기 사이의 발열반응에 의

해 FES 온도는 계속 상승하다가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 이 3단계에서 증기

/Zircaloy 반응현상을 주로 관찰한다. 이후 고온화학 반응율이 감소하여 실험부 온

도가 1400℃ 이하로 떨어질 때 증기유입을 중단시켜서 최종 3단계를 종료시킨다.

CS28 실험과는 달리 7봉 고온 실험들 (V7-1, V7-2, H7-1, H7-2) 에서는 고출력 과

도상태 단계에서 2차례에 걸친 출력 증가가 있다. 즉, FES 온도가 1620℃∼1700℃까지 

상승하면 고출력 상태를 중지시키고 출력을 정지시키다가 FES 온도가 1500℃까지 떨어

지면 다시 고출력 상태를 유지시킨다. 이후 FES 온도가 1700℃까지 상승하면 출력을 2번

째로 정지시킨다. 따라서 이들 실험에서는 FES 온도 상승이 2차례에 걸쳐 일어나게 된다.

(2) 실험 조건

(가) 정상상태 실험 경계조건

고온화학반응 실험들에서는 고출력의 과도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준 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에 도달하고자 FES의 출력을 낮춘 채 일정시간 동안 실험 경계조

건들을 유지하 다. 이 기간은 저출력 정상상태인 1단계에 해당한다. 준 정상상태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온도, 압력 등 주요 측정값 들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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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측정값들은 코드 검증을 위한 모사 계산에서 실험장치 모델링의 정확성에 대한 척도

가 된다. 표 2.3.6 에 정상상태에서의 주요 실험 조건들을 정리하 다.

표 2.3.6에서 보면 실험부에 유입되는 증기의 온도가 7봉 고온 실험 이후부터 700℃ 

이상 고온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기의 온도를 높이면 같은 출력에서 FES 온도

를 더 높게 올릴 수 있어서 증기/Zircaloy 반응을 활발히 일으킬 수 있다.

(나) 실험에 사용된 물질 특성

실험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물질적 특성은 실험장치에 사용되는 고체 물질 및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유체의 물질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체 물질은 FES 재질, 압력관, 그

리고 칼란드리아관에 사용된다. 유체로는 실험부 속을 흐르는 과포화 증기 (superheated 

steam) 과 gap 사이를 흐르는 CO2, 그리고 고온화학반응에서 생성되는 H2 를 들 수 있

다. 해석의 단순화와 물질 특성의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FES 표면과 압력관, 그리고 칼란

드리아관에 사용되는 Zircaloy 합금들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CATHENA 코드 [9]에서 

사용하는 Zircaloy 물성치로 일치시켰다. 그 외에 FES 의 가열되는 부분은 graphite로 이

루어져 있고, graphite 가열봉과 Zircaloy 피복관 사이에는 산화 알루미늄인 Al2O3 로 이

루어져 있다. 유체의 경우에는 압력과 도는 이상기체 조건을 가정하여 구할 수 있고, 나

머지 열전도 (thermal conductivity), 열용량 (heat capacity), 그리고 동적 점성(dynamic 

viscosity) 등은 참고문헌의 물성치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복사 열전달 계산시 사용하는 emissivity 값은 FES,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표면들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산화 과정의 정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화가 일

어나지 않은 칼란드리아관 표면의 경우에는 0.2 가 사용된다. 이는 Mathew 등의 연구 

[15]에서 산화되지 않은 zircaloy-4 의 권장 emissivity 값이 1350K∼1900K 온도에서 

0.18 ∼0.2 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800K 이상의 산화된 zircaloy-4의 emissivity 값은 

Mathew 등의 실험에서 0.78∼0.85 로 알려졌다. 이 값들은 1423K∼1923K 의 온도에서 

측정된 결과들이지만 Kovalev와 Melnikov [16] (860K∼1530K), 그리고 Burgoyne 과 

Garlick [17] (650K∼1100K)의 실험적 연구에 의하면 낮은 온도 역에서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3) 주요 실험 결과

표 2.3.7에 주요 실험 결과들을 요약하 다. 단일봉 실험에 대해서는 중심봉의 FES 

최고 온도와 압력관 온도, 그리고 수소 누적생성량 결과를 나타내었다. 7봉 실험의 경우에

는 중심봉 뿐 아니라 외곽 링의 6개봉의 안쪽 방향표면(inner surface) 및 바깥쪽 방향표

면(outer surface)의 온도 값도 표시하 다. 28봉 실험에 대해서는 inner ring,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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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outer ring 전체에 대해서 FES 최고 온도 값을 나타내었다.

(4) 결과 정리

본 연구에서는 중수로채널 해석관련 고온화학반응실험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 다. 

먼저 총 11개의 실험들에 대해서 가열봉 다발 개수, 채널 형상, 가열봉 상승 온도에 따라 

분류하 다. 각 실험장치들의 주요 구성과 계측 위치도 파악하 다. 그리고, 실험단계를 

저출력 정상상태, 고출력 과도상태, 그리고 정지 출력 등 3단계로 분류하여 실험절차를 기

술하 다. 증기, 냉각수 조건, 그리고 가열봉 출력 조건 등 주요 실험 조건들을 파악하고 

실험장치에 사용된 고체 및 유체 물질의 특성 자료도 정리하 다.

고온화학반응 실험들의 주요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저출력 정상상태에서 고온화학반응으로 인해 일부 실험들이 정상상태에 이르지 않고 고출

력 과도 실험 단계로 접어든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 다. Zircaloy/증기 발열반응은 FES 

온도가 약 800℃ 근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수소를 발생하기 시작하고 1150℃이상의 

온도에 이르러서는 반응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고온화학반응으로 인해 FES 출력

을 정지시킨 이후에도 FES 온도가 계속 상승(self-sustaining zircaloy/steam reaction) 

하여 peak 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peak 형성 이후에는 칼란드리아관 외부 열침원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충분한 냉각이 이루어져서 실험부의 온도는 점차 감소하 다. 수직 채널 

실험에서는 채널의 원주방향의 온도 구배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수평채널 실험에서는 

원주방향으로 FES 및 압력관 온도 구배가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 구배 차이의 원인은 실

험 중 발생한 FES 봉들의 처짐 (sagging)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Sagging 현상은 수평

채널에서의 부력 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고온의 FES 다발을 압력관 아래쪽에 접근시킴

으로써 복사 열전달을 통해 압력관 쪽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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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정상상태에서의 주요 실험 조건

실험조건 인자

단일봉 7봉 28봉

수직채널 수직채널 수평채널 수평채널

V1-1 V1-2 VC7-1 VC7-2 V7-1 V7-2 H7-1 H7-2 CS28-1 CS28-2 CS28-3

증
기

입구 
온도(℃)

230 210 242 242 700 700 700 700 700 670 700

압력 (kPa) 125.8 125.8 428.4 202.4 140 140 150 150 115 130 100-175

유량 (g/s) 2.7 3.8 9.54 5.4 5.2 5.0 5.4 3.0 10.2 15.0 9.0

냉
각
수

입구 
온도(℃)

15 2 2.5 1 16 9 0 0 40* 40* 23

유량(g/s) 70 80 100 90 170 170 170 170 - - 355

정상상태/과도 

상태 FES 출력 

(kW)
1/12 /9 10/45 10/38 10/36

10/ 
37.5

10/37 11/37 10/135 10/130 10/130

* 냉각수조에서의 냉각수 온도

표 2.3.7  주요 실험 결과 요약

측정 인자

단일봉 7봉 28봉

수직채널 수직채널 수평채널 수평채널

V1-1 V1-2 VC7-1 VC7-2 V7-1 V7-2 H7-1 H7-2 CS28-1 CS28-2 CS28-3
중심봉* 최고 

온도(℃)
1707 1300 1213 1343 1700

1620/ 
1650

1680/ 
1760

1720/ 
1680

- - -

피복관** 
최고 

온도(℃)

Inner 
surface

- - 1161 1276 1700
1580/ 
1600

1620/ 
1690

1630/ 
1630

1730 1860 1870
Outer 

surface
- - - - 1550

1470/ 
1500

1460/ 
1530

1500/ 
1475

압력관 최고 
온도(℃)

1299 906 1075 1330 1400
1270/ 
1280

1320/ 
1360

1240/ 
1220

1220 1310 1435

누적 수소 생성량

(g-mole)
1.06 0.16 + 3.3 >6.6+ >10+ 13.5 18.3 18 57 54

*  단일봉 및 7봉 실험만 해당

** 외곽 링에 대해서 (7봉실험), 전체 링에 대해서 (28봉실험)

/  1차 peak 온도(좌) 및 2차 peak 온도(우) 구분

+  실험장치 파손으로 인한 수소 생성량 측정의 불확실도 존재: steam exit line 

(VC7-1, V7-1), hydrogen tank valve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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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FX 복사 열전달 모델 검증

(1) CFX 복사 열전달 해석에 사용된 가정

복사열전달해석에서 사용한 가정들은 복사열이 opaque한 복사표면을 투과하지 못하

지만, 복사표면사이 냉각재매질을 투명하게 투과하고 복사열의 입사각에 상관없고

(diffuse), 복사열 에너지 파장에 무관하게 (gray) 복사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들에 부합되게 선정된  벤치마킹 문제들의 해는 복사표면간의 view factor와 

복사 표면들의 방사율(emissivity) 특성에 따른 복사표면 간 열저항의 개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사용된 CFX 복사열전달 모델은 Discrete Transfer Model(DTM) 및 Monte 

Carlo Model 이다.

(2) Two-surface enclosure 복사열전달 문제

두개의 동심원 실린더 표면(안쪽 가열표면 및 균일온도(T2=600℃)인 바깥쪽 표면) 사

이의 복사열전달 문제에 대한 기하학적 형상 및 물성치는 그림 2.3.15와 같다.

Surface 1
r1 = 7.6 mm 
T1 = 1673.15 K
ε1 = 0.7

Vacuum
Constant properties:
k = 4,190 W/(m2 K)
ρCp = 3.4×106 J/(m3 K)

Surface 2
r2 = 22.0 mm 
T2 = 873.15 K
ε2 = 0.7

그림 2.3.15 동심원인 두개 실린더 표면에서의 복사열전달

이에 대한 CFX-10 해석을 위해서 사용한 그리드는 2차원 메쉬를 길이 방향으로 확장

하여 3차원 그리드를 형성하 는데, 다음 그림 2.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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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CFX 메쉬 생성 모습

정상상태에서는 안쪽 표면의 온도(T1)가 1400℃로 유지되도록 일정 출력으로 가열되

다가, 과도상태에서는 출력이 0으로 되면서 시간( τ)이 지남에 따라 T1의 온도가 떨어진다.

과도상태에서 안쪽 표면 온도 T1( τ)에 대한 해석해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τ=
ρVCp(1/ε 1+(r 1/r 2)(1/ε 2-1)

A1σ

×[ 14T32 ln |
(T1+T2)/(T1-T2)

(T 1,0+T2)/(T1,0-T2) |+
1

2T32 ( tan
-1 T 1
T 2
-tan

-1 T1,0
T 2 )]          (1)

DTM 및 Monte Carlo Model에 의한 정상상태 CFX 계산 결과들은 위에서 구한 해

석해와 동일한 값을 보인다(그림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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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복사열전달에 의한 열유속

그림 2.3.17 CFX-10 계산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

(3) Three-surface enclosure 복사열전달 문제

두 번째 복사열전달 문제는 두개의 가열봉 및 압력관 표면이 접촉되어서 세 개 표면이 

접촉하여(line contact) 복사열전달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그림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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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3

θ2

r1 r2

r3

T1 = 1473 K T2 = 573 K

θ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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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1 Pin 2

Tube

(a) 복사열전달 표면의 형상

(b) CFX 계산을 위한 메쉬 생성

그림 2.3.18 선접촉(line contact)된 세개 표면사이에서의 복사열전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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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에 나열한 테스트 조건을 살펴보면 2개의 온도 경계조건(T1 및 T2)이 가열봉 

표면에 각각 적용되고, 압력관 표면에서는 단열조건 (q3=0)이 적용된다.

표 2.3.8 Three-surface enclosure 복사열전달 문제 조건

Pin 1 Pin 2 PT

r1 = 6.54 mm

T1 = 1473 K

ε1 = 0.8

r2 = 6.54 mm

T2 = 573 K

ε1= 0.4

r3 = 51.91 mm

T3 = 단열조건

ε1= 0.8

θ1 = 1.715 θ2 = 1.715 θ3 = 0.289

복사열전달의 해석적인 해를 구해기 위해서 Oppenheim에 의해 처음 도입된 Network 

method [15] 를 사용하여 몇몇 구간으로 나누어진 복사열전달 표면에서의 온도 또는 열유

속 경계조건으로부터 각각 복사열전달 표면에서의 열전달율 (열유속) 또는 온도를 구하

다.

J1 J2

R2, 3

R1, 2

R1, 3

J3= σΤ3
4

σΤ1
4 σΤ2

4

q1 q2

q3= 0 (adiabatic)

R1 R2J1 J2

R2, 3

R1, 2

R1, 3

J3= σΤ3
4

σΤ1
4 σΤ2

4

q1 q2

q3= 0 (adiabatic)

R1 R2

그림 2.3.19 복사열전달해석을 위한 네트워크

해석해 결과 압력관 표면 온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43=
1
σ [J 1-(J 1-J 2)

R 3,1
(R 3,1+R 3,2) ]=

R 3,2J 1+R 3,1J 2
σ(R 3,1+R 3,2)             (2)

               ⇒ T3 = 1347.0 K

MATRIX 프로그램 [16]을 통해 세 개의 표면에 대한 view factor 값을 구하여 수식 

(2)에서의 열전달 저항값, R을 계산한다. 그림 2.3.20에 프로그램 입력인자에 대한 수렴된 

view factor 값을 나타내었다.



- 85 -

0 510152025303540455055
0.20

0 510152025303540455055

0

Number of segements for arc length ab or ac (N)

그림 2.3.20 원주방향 segment 개수 증가에 따른 view-factor 계산값의 수렴 과정

CFX 계산 결과와 위에서 구한 해석해를 비교한 결과 CFX의 DTM 및 Monte Carlo 

모델에 의한 계산 값은 해석해와 0.5% 이내에서 거의 일치하지만 Monte Carlo모델은 통

계학적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그림 2.3.21로 부터 알 수 있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250

1300

1350

1400
 

 

T 3 (K
)

Time (sec)

 Exact solution: 1347 K
 CFX 5.7 (Monte Carlo)
 CFX 5.7 (Discrete Transfer)

그림 2.3.21  CFX 계산값과 해석해와의 비교

(4) CS28-2 가열봉 및 압력관 형상에서의 복사열전달 문제

그림 2.3.22와 같이 CS28-2 실험장치의 형상과 동일한 28개 가열봉 (inner ring: 4개, 

middle ring: 8개, outer ring: 16개)과 압력관 사이의 복사열전달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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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ringOuter ring

Middle ringMiddle ring

Inner ringInner ring

그림 2.3.22  28봉 및 압력관 사이의 복사열전달 문제에 대한 기하학적 모습

표 2.3.9에 나열한 경계 조건을 살펴보면 각 ring 별로 가열봉에 균일한 체적당 열출력 

(CS28-2 실제 실험 조건에서의 열출력에 근거) 경계조건을 주고, 압력관에서는 온도경계 

조건으로 874.0K (정상상태 실제 실험조건과 동일한 압력관온도) 설정하 다.

표 2.3.9  28봉 복사열전달 문제에 대한 경계 조건

가열봉

경계조건
반경

(mm)
Emissivity,
εi

열전도도,
k (W/m2·K)열출력

(kW/m3)
온도,
Ti (K)

위
치

내환봉 1160.78 - 7.65 0.8 20.0
중환봉 930.72 - 7.65 0.8 20.0
외환봉 815.69 - 7.65 0.8 20.0

압력관 - 874.0 57.55 0.8 20.0

28봉 해석의 경우, 가열봉 표면에 대한 외부 냉각조건이 원주방향에 따라 달라서 열유

속이 균일하지 않다. 따라서 각 가열봉 표면을 원주방향으로 6개로 세분화 하고 (그림 

2.3.23), 검증된 CATHENA　복사열전달 계산 결과로부터 나온 열유속을 경계조건으로 

하여, 해석적인 해로서 각 표면 온도들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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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원주 방향에 대한 복사열전달 표면 세분화 (6-segment)

그림 2.3.24에 해석해로부터 나온 원주방향에 대한 온도 분포를 CFX-10의 표면 온도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이 두 결과들이 2℃ 이내 (0.2% 이내)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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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원주방향에 따른 CFX 계산값과 해석해의 온도 분포 비교

라. CS28-2 정상상태 계산

(1) CFX-10 계산용 격자 생성 및 격자수 민감도 분석

ICEM CFD를 이용하여 시험부의 2차원 단면(그림 2.3.25)에 대한 메쉬를 생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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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길이 방향으로 늘려서(extrude) 3차원 메쉬를 생성(그림 2.3.26) 한다. 이때 길이방향

으로 비가열 구간, 가열 구간, 지지대(spacer grid) 구간 등으로 나눈다.

             

(a) 횡방향 단면                         (b) 길이방향 단면

그림 2.3.25  CS28-2 실험부 단면도

               

(a) 실험부의 횡방향 2차원 메쉬       (b) 길이방향 3차원 메쉬

그림 2.3.26  CFX 계산을 위한 메쉬 생성

단일 2차원 단면 메쉬에 대해서 길이 방향 메쉬 수에 따라 메쉬 조 도가 달라지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5℃ 이내로 잘 예측하 다 (그림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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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길이방향 메쉬 조 도에 따른 CFX 계산 비교

메쉬 셀수가 약 80만개 이상에서는 메모리 제한으로 단일 CPU로 계산이 불가능하여, 

메쉬 수가 많은 경우 병렬계산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확인하 다 (표 2.3.10 참조).

표 2.3.10 메쉬 수 증가 및 병렬계산에 따른 계산 시간 비교

가열구간에서 
길이방향 메쉬 개수 메쉬 셀 개수

계산에 사용된 
CPU 개수

정상상태까지의 
iteration 수

계산 
시간

30 764,901 1 400 24 hr

60 1,222,551 2 375 25 hr

120 2,137,851 5 348 50 hr

(2) 정상상태 계산

대류 열전달 향을 고려한 복사열전달 계산을 수행한 결과, 가열봉에서 생성되는 총 

10,000W의 열에너지가 대부분 압력관으로 복사열전달 (8,688W) 및 대류열전달 (1,312W)

을 통해 전달되고, 압력관에서 칼란드리아관으로의 열전달은 복사 및 열전도가 지배적인 

대류열전달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그림 2.3.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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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 정상상태 계산시 에너지 균형

측정 위치가 확인된 정상상태시 실험데이타 (Inner, Middle, Outer ring에서의 FES 

및 압력관 온도)와 CFX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결과, FES 온도는 20℃ 이내의 오차(그림 

2.3.29∼31 참조)를 보 으며, 압력관 온도의 경우 (그림 2.3.32)는 출구쪽 데이터를 제외

하고 동일한 오차 범위 안에 존재하 다.

따라서 정상상태 조건에서 온도 실험측정치의 오차가 ±20∼±30℃ 임을 감안하면 

CFX-10 예측이 이 범위 안에서 실험값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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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 내환봉에서의 FES 온도 측정값과 CFX 계산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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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0 중환봉에서의 FES 온도 측정값과 CFX 계산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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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 외환봉에서의 FES 온도 측정값과 CFX 계산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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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 압력관 온도 측정값과 CFX 계산값의 비교

마. CS28-2 과도상태 계산

과도상태 실험에서는 정상상태 때와 같이 약 670℃의 증기 유량이 15g/sec로 일정하

게 유지되지만 그림 2.3.33에서와 같이 가열봉으로 열출력 공급이 급격히 증가 (약 530초 

시점)하고, 이후 약 400여 초 동안 고출력이 유지되다가 출력이 급격히 제거된다 (약 883

초 시점).

가열봉 및 압력관의 온도는 가열봉 내부 열출력의 상승과 고온증기(900℃ 이상)/지르

칼로이 표면 산화반응으로 인해 상승하다가 (내환봉의 경우 1700℃대 까지 상승) 열출력 

공급이 없어지는 시점부터 서서히 감소한다.

따라서, 과도상태에서 가열봉 및 압력관 온도값을 CFX-10로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는 정상상태에서와 같이 복사열전달 뿐만 아니라 증기/지르칼로이 산화반응 모델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CATHENA 코드에서 기본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Urbanic-Heidrick 

산화반응 모델[17]을 CFX-10에 적용하여 과도상태 계산하 다. 증기/지르칼로이 산화반

응은 열에너지 뿐 아니라 수소가 부산물로 생성되는데, 그림 2.3.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

소생성량에 대해서 CFX-10 계산값이 실험값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2.3.36과 2.3.37에 가열봉 및 압력관 온도값에 대한 CFX-10 계산값을 실험값과 

비교해 보면 열출력 및 산화반응에 따른 온도 변화 추이가 잘 예측되고 있으나, 정량적으

로는 채널 출구쪽으로 갈수록 최대 70℃ 정도 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으

로 CFX 모델링 문제뿐만 아니라 실험 도중에 일어난 채널 변형(아래로 쳐짐 현상)이나, 

국부적인 실험조건 (열출력, 칼란드리아관 외부 냉각조건 등)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고



- 93 -

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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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CS28-2 실험의 과도상태에서의 가열봉 열출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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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가열봉 및 압력관 온도 추이 (입구로 부터 1575 mm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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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 증기/지르칼로이 산화반응에 의한 수소 생성량 비교 (출구에서 측정된 

수소 누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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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 실험값과 CFX 계산값의 비교 (입구로 부터 225 mm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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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7 실험값과 CFX 계산값의 비교 (입구로 부터 1575 mm 위치)

바. 연구 결과 및 활용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중수로채널 해석관련 고온화학반응실험들에 대한 현황을 분

석하 다. 먼저 총 11개의 실험들에 대해서 가열봉 다발 개수, 채널 형상, 가열봉 상승 온

도에 따라 분류하 다. 각 실험장치들의 주요 구성과 계측 위치도 파악하 다. 그리고 실

험단계를 저출력 정상상태, 고출력 과도상태, 그리고 정지 출력 등 3단계로 분류하여 실험

절차를 기술하 다. 증기, 냉각수 조건, 그리고 가열봉 출력 조건 등 주요 실험 조건들을 

파악하고 실험장치에 사용된 고체 및 유체 물질의 특성 자료도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 

PBD 해석관련 열수력실험들에 대한 분석과 추출된 실험 데이터들은 CANDU-6 핵연료 

채널해석 검증용 3차원 CFD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온채널 해석 실험들 중 하나인 CS28-1의 CFX-10 모사를 통해서 37봉 채널해석을 

위한 CFX-10의 검증을 수행하 다. 먼저 정상상태 실험 조건에서 중요한 열전달 기구인 

복사열전달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CFX-10 코드가 지원하는 DTM 복사

열전달 모델을 사용하여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으로부터 중수로 채널 형상의 복잡한 28 봉 

채널에서의 복사열전달 문제를 모사하 다. 각 벤치마크 문제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구한 

결과 값과 CFX-10 계산 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 고, 이를 바탕으로 CS28-2 정상상태 계

산을 수행하 다. 정상상태 계산에서도 주요 온도 측정치와 CFX-10 계산결과가 매우 유

사하 다. 과도 상태 계산에서는 Urbanic-Heidrick 산화반응 모델을 CFX-10 코드에 적

용하여 가열봉의 온도 추이를 예측하 다. 실험결과 값과 비교한 결과 열출력 및 산화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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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온도 변화 추이가 잘 예측되고 있으나, 정량적으로는 채널 출구 쪽으로 갈수록 최

대 70℃ 정도까지 차이를 보 다. 따라서 CFS28-2 과도 상태 계산에 대해서는 좀 더 많

은 검증 자료를 토대로 CFX-10 해석 모델에 대한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S28-2 실험 모사에 사용한 CFX-10 해석 모델은 중수로 핵연료채널 PBD 해석을 위한 

CFX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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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7봉 핵연료 채널에 대한 CFD 입력 모델 개발 및 예비 계산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37봉 핵연료 채널에 대한 CFX-10 계산용 그리드 생성 및 예비 입

력 모델 개발이다. 37봉 핵연료 채널 예비 계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CATHENA 검증

용 CFD 입력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봉 핵연료 채널에 대한 CFX 계산용 그리드 생성 및 예비 입력 모델 개발을 위해서 

37봉 핵연료 단순 모형에 대한 그리드 생성하 고, 주요 핵연료 부품에 대한 입력 모델을 

작성하 다. 또한 CATHENA 검증용 37봉 핵연료 채널 예비 계산으로 인허가 채널 

O6_mod에 대한 정상상태 경계 조건 적용하여 CFX-10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나. 37봉 핵연료 채널 1/6 그리드 생성

그림 2.3.38에 나타낸 37봉 핵연료 채널내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37봉 핵연료봉이 동심

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봉사에 간격체, 외환봉과 압력관 사이에 지지체 등이 3차원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예비 계산 수행에서는 격자 구

성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모사 범위를 핵연료봉, 압력관, 칼란드리아관에 국한시켰다.

그림 2.3.38  37봉 핵연료 3차원 형상

또한, 37봉 핵연료다발은 그림 2.3.39와 같이 1/6 형상이 반복됨을 알 수 있으므로 계

산의 편의성을 위해 단순모형의 1/6에 대한 그리드만 생성하 다 (중심봉 1/6개, 내환봉 1

개, 중환봉 2개, 외환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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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핵연료봉 1/6 단면 형상

그림 2.3.40에서와 같이 1/6 형상 단면에 대한 2차원 surface mesh를 ICEM CFD 소

프트웨어에서 구현하 다. 채널 내 유체가 피복관 및 압력관과 접하는 부분은 2개의 세

한 layer를 주었다. 2차원 그리드 단면을 길이 방향으로 연장해서 최종적으로 3차원 그리

드 생성하 다(그림 2.3.41).

그림 2.3.40  2차원 단면 그리드

그림 2.3.41  3차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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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성한 그리드를 바탕으로 CFX Pre에서 채널 구성 요소인 핵연료 소결체, 지

르칼로이 피복관, 증기 유체, 압력관, 간극, 그리고 칼란드리아관에 대한 도메인을 생성하

다.

다. 37봉 핵연료 채널 예비 계산

CFX-10 계산 수행을 위한 채널 출력 경계 조건은 표 2.3.1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인

허가 채널 O6_mod에 적용하는 채널 총 열출력량 (7.3 MW), 길이 방향 출력분포, 링별 

출력 분포값을 출력경계조건으로 하 다.

표 2.3.11 다발별/링별 출력 분포 (O6_mod 채널 조건)

다발 번호
출력 비율 중심봉 내환봉 중심봉 외환봉 총합

0.021 0.131 0.298 0.550 1

1 0.015 2,300 14,345 32,631 60,225 

2 0.056 8,585 53,553 121,822 224,840 

3 0.085 13,031 81,286 184,909 341,275 

4 0.104  15,943 99,455 226,242 417,560 

5 0.120 18,396 114,756 261,048 481,800 

6 0.128 19,622 122,406 278,451 513,920 

7 0.128 19,622 122,406 278,451 513,920 

8 0.120 18,396 114,756 261,048 481,800 

9 0.102 15,637 97,543 221,891 409,530 

10 0.079 12,111 75,548 171,857 317,185 

11 0.050 7,665 47,815 108,770 200,750 

12 0.013 1,993 12,432 28,280 52,195 

총합 1 153,300 956,300 2,175,400 4,015,000 7,300,000

그 밖의 열수력 경계 조건은 다음 표 2.3.12에 표시하 다.

표 2.3.12 예비 계산을 위한 채널 열수력 경계 조건

경계조건

감속재 열침원
칼란드리아관 표면

온도
71℃

채널 내 유동

압력 11.1 MPa

온도 268℃

유량 24.7 kg/sec

정상상태 계산 결과, 그림 2.3.42와 같이 피복관 및 압력관 표면 근처에서의 유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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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채널 길이 방향)를 잘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연료 온도는 외환봉에서

의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열출력 비율이 외환봉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2.3.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연료 온도의 2차원 단면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42 벽면 근처에서의 유동장(입구에서 3m 지점)

그림 2.3.43 핵연료 온도 (입구에서 3m 지점)

라. 연구 결과 및 활용

예비계산을 위해 생성된 37봉 형상 파일 및 1/6 그리드는 37봉 핵연료채널 

Post-blowdown CFD 해석용 상세 그리드 생성 및 Post-blowdown CFD 해석 모델 입

력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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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채널 CATHENA PBD 해석 모델 및 검증, 개선된 안전해석 체계 이용 

LBLOCA 핵연료채널 해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종전 월성 2,3,4 호기 인허가에 이용되었던 CATHENA-CHAN코드 

연계체제의 지나친 보수성을 지양하고 보다 진보되고 현실적인 CATHENA코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PBD (Post-blowdown) 해석용 중수로 핵연료채널 해석모델을 개발, 

검증함으로써 핵연료 채널해석 원천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이용해 새로이 개발된 

채널해석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인허가시 활용할 관련기술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당 사고조건을 모사한 실험인 

CS28-1, -2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상상태 및 고온 금속-증기산화반응을 초래할 

정도의 고온과도상태에 대해 CATHENA해석 모델을 개발, 검증하여 새로운 

해석방법론의 정확도를 평가하며, 둘째, 기존의 핵연료채널 안전해석코드인 CHAN-II 

코드 모델의 해석결과와 CATHENA 코드의 새로 제안된 모델 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새 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중수로 안전해석코드인 CATHENA코드를 이용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이 가용치 않은 

경우에 발생한 대형냉각재배관파단사고(LBLOCA)시, 핵연료채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연료채널의 과도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캐나다에서 도입된 핵연료채널 

안전해석 체제인 CATHENA-CHAN-II 연계해석체제를 CATHENA 코드로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새로운 핵연료채널 해석체제 및 관련 해석방법론을 구축하며 그 타당성을 

입증한다.

나. CATHENA PBD 모델 개발

(1) CS28-1 정상상태 고온채널실험, CATHENA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본 실험은 현재까지 AECL에서 수행해온 고온 화학반응 실험 중 핵연료봉 수가 가장 

많은 실험으로, 본 실험에 대해 CATHENA 해석모델을 검증하면, 현재 월성 2,3,4호기에 

쓰이고 있는 37-봉 핵연료 다발의 경우에도 그 적용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상기 그림 2.3.44와 같이 FES(모의 핵연료)가 1.8m 길이의 압력관내에 0.30m 길이로 된 

6개의 부분 역으로 나뉘어 있고, 6개 가열 FES 다발을 고정시키기 위해 5개의 등간격 

질코늄 spacer grid plate가 장착되어 있다. 한편 그림 2.3.4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 환형 공간에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6g/s로 흐른다. 전체 

실험부 냉각을 위해 칼란드리아관은 길이 1.65m인 수조안에 물에 잠긴 채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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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사이를 흐르는 증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10.2g/s의 유량으로 압력관 입구 측 

상부에 있는 작은 직경의 입구 배관을 통해 채널 입구로 흘러들어간다. 또한 고온에서 

일어나는 금속-증기 발열반응에서 발생되는 핵연료채널 안의 수소 기체량은 실험장치 

출구에서 측정된다. 실험부 입구 증기온도는 적절한 전력 공급량 하에서 모의핵연료 

온도를 금속-증기 발열반응 온도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약 700℃를 유지하 으며, 초기 

정상상태 다발 출력은 10kW로 유지되었다. 정상 및 과도 실험시 각 환별 핵연료봉의 

출력비는 inner:middle:outer = 0.78:0.88:1.10이었고, 최내각 링의 모의핵연료 R1-1 

(최내환의 1번봉, 그림 2.3.45의 붉은색 연료봉)은 실험 중 히터가 파손되어 출력이 없는 

상태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2.3.44 실험에 사용된 모의 핵연료다발 및 냉각계통 측면도

(가) CS28-1 정상상태 해석 및 검증

그림 2.3.45는 실험에 사용된 모의 핵연료다발의 단면이며, CATHENA를 이용해 

정상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모의 핵연료다발을 그림 2.3.46과 같이 모사하 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CO2 갭 사이에 

복사열전달이 가능한 두개의 원통을 가운데에 정지된 CO2 갭이 존재하는 2개의 

동심원상의 원통으로 CATHENA 모형을 개발하 다는 점이다. 각각의 모의핵연료봉을 

다발 중심선을 향한 부분과 외곽 통을 향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모사함으로써 

복사열전달로 인한 핵연료봉의 내․외측 온도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게 모사하 다. 

열수력채널 모델의 경우 inner ring으로 둘러싸인 최내각 부수로를 CHAN1z로, inner 

ring과 middle ring으로 둘러싸인 환형부수로를 CHAN2z로, middle ring과 outer 

ring으로 둘러싸인 환형부수로를 CHAN3z로, 그리고 outer ring과 압력관으로 둘러싸인 

부수로를 CHAN4z로 명명․모사하여, 핵연료채널내 유동면적을 4개의 독립된 채널로 

모사하 다. 한편 5개의 spacer grid plate로 구분된 6개의 축방향 역을 다시 2개의 

축방향 역으로 구분하여, 전체를 12개의 등간격 열수력 노드로 모사하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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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방향으로는 4개의 부수로로, 축방향으로는 12개의 등간격 열수력채널로 모사되었으며, 

각각의 spacer grid plate 전후로 4개의 부수로 유동 간에 급격한 혼합이 발생되는 것을 

모사하기위해 mixing 역을 모사하 다.

그림 2.3.45 실험용 모의핵연료 다발의 단면도

그림 2.3.46  CS28-1 실험 실험부의 CATHENA Thermalhydraulic 모델링

그림 2.3.47 test bundle내의 TC 위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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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에 사용된 열적조건은 축방향으로 균일한 출력으로, 총 다발출력을 10kW로 

가정하 으며, 수력학적 조건은 다발 입구측 압력 및 유량을 1기압, 10.2g/s으로, 입구 측 

증기온도는 섭씨 700℃로 가정하여 모사하 다. 핵연료채널이 잠겨있는 원자로의 

감속재탱크를 모사한 냉각탱크는 섭씨 40℃로 유지되는 것으로 모사하 다. 실제 

실험에서는 유한한 탱크의 크기로 인해 냉각수 온도가 초당 0.0035∼0.0040℃씩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CATHENA 모델에서는 이를 무시하 다. 실험에서 측정된 자료가 

측정된 열전대위치(표 2.3.13-15 참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2.3.47에 실제 

모의핵연료에 심겨진 내측․외측 TC의 위치를 실례를 들어 예시하 다.

이와 같은 CATHENA 모델을 이용하여 정상상태를 해석한 결과에 대한 각 환별 

축방향 모의핵연료 온도와 압력관 온도를 실험측정치와 비교한 결과(그림 2.3.48-2.3.51 

)를 보면, 먼저 실험측정치의 110cm까지 압력관의 온도를 잘 예측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실험치와 비교해 최대 약 40℃ 정도까지 낮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치는 

축방향으로 미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ATHENA 예측 값은 다발 입구에서 제일 

높다가,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2 가스의 실제 

열전도도를 이용할 경우 압력관 온도가 실측치보다 약 100℃ 정도 높게 예측하므로, 

이러한 실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CATHENA의 기존 모델에 CO2 가스 열전도도를 

실제보다 큰 값으로 조정하 다. 먼저, 압력관 온도를 맞춘 후, 각 환별 모의핵연료를 

모사했으며 특히 복잡한 구조의 핵연료다발 내 복사열전달 해석을 위해 view factor 

matrix를 구성하여 대류열전달과 함께 계산을 수행한 결과, 측정오차 범위로 보고된 

20∼30℃ 오차범위 내에서 모의핵연료 온도를 잘 예측하 다. 참고로 내부환의 핵연료 

온도가 4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상부 2개는 가열봉의 내외측 온도이며, 하부 2개는 

비가열봉의 내외측 온도이다. 또한, 핵연료 온도가 축방향 위치에 따라 진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사이에 위치한 spacer grid plate로 인한 냉각효과 때문으로 사료된다.  

inner ring과 middle ring의 경우, CATHENA로 예측된 결과는 상기 압력관 온도의 

경우와 같이 축방향으로 모의핵연료 온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실험 

측정치에서는 거의 평평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outer ring의 경우 입구로부터 

70cm까지는 CATHENA 예측치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660℃에서 

평탄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CATHENA가 핵연료 온도를 낮게 예측하는 경향은 

초기에 압력관 온도가 110cm 이후부터는 측정치보다 낮게 예측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정상상태의 경우, 압력관 온도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CO2 갭 

사이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계수를 조정함으로써 핵연료 다발내의 핵연료 온도를 

측정오차 범위인 20∼30℃ 내에서 잘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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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 Inner Ring FES Temp. 
Comparison (Exp't, CHAN-II, 

CATHENA)

그림 2.3.49 Middle Ring FES Temp. 
Comparison (Exp't, CHAN-II, 

CAT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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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0 Outer Ring FES Temp. 
Comparison (Exp't, CHAN-II, 

CATHENA)

그림 2.3.51 Pressure Tube Temp. 
Comparison (Exp't, CHAN-II, 

CATHENA)

(나) CS28-1 과도상태 모사해석 및 검증

과도실험 절차는 저출력 purging 단계(1단계), 저출력 정상운전 단계(2단계), 그리고 

중간 출력 가열단계(3단계), 고출력 가열단계(4단계), 고온 출력 단계(5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각단계(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단계가 본 해석에서 관심을 두는 

단계이다(그림 2.3.52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상태인 저출력 정상상태(제 

2단계)에서는 10kW 전기출력이 약 1500초 동안 공급되었고, 이때 증기유입량은 10.2g/s 

이었으며, 온도는 700℃이었고, 이 유량 및 입구 측 온도는 제 5단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4단계에 출력이 135kW로 증가되었으며, FES의 최대온도가 1650℃에 도달했을 때까지 

유지되다가 5단계에 지르코늄-증기 발열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 및 수소량을 

알아보기 위해 출력을 0 kW로 낮추었다. 상기 정상상태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다발 

출력을 그림 2.3.52와 같이 적용하여 과도해석을 수행하 다.



- 107 -

Time (sec)

그림 2.3.52 Test Fuel Bundle Heating Condition during CS28-1 Transient Test

과도해석 결과를 보면, 초기상태에서는 CATHENA가 (그림 2.3.53∼그림 2.3.56의 

파란색 곡선) 측정된 inner ring의 온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측하 으나, 출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850℃까지 이르 으며, 측정된 핵연료 온도(그림 

2.3.53∼그림 2.3.56의 초록색 곡선)의 상승 추이를 잘 따라가고 있다. 반면 CHAN-II 

코드 (그림  2.3.53∼그림 2.3.56의 가장 상부곡선)는 1600초에서의 초기온도는 측정치와 

비슷하나, 가열이 진행됨에 따라 실험측정치에 비교하여 훨씬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middle ring과 outer ring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행된 2500초까지의 과도상태모사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CATHENA post-blowdown 해석용 핵연료채널 모델이 CS28-1 실험결과를 과도히 

높이 예측하는 CHAN-II 코드에 비해 실측치를 상당히 근사하게 모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2.3.53∼그림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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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3 Inner Ring FES Temp. 
Comparison

그림 2.3.54 Middle Ring FES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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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6 Pressure Tube Temp. 
Comparison

(2) Ballooned 핵연료채널 실험 CS28-2 분석, CATHENA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가) CS28-2 정상상태 고온채널실험자료 분석

본 실험은 CS28-1과는 달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원자로의 대형 LOCA 사고시 

압력관 ballooning 변형으로 인한 핵연료채널의 열수력 특성변화 및 고온에서의 

금속-물반응과 이로 인한 핵연료 손상현상을 모사하기위해 AECL-CRL에서 수행한 고온 

열-화학실험이다. 압력관 변형으로 인해 핵연료다발이 아래로 처짐과 

압력관-칼란드리아관 간극의 감소 및 입구측 수증기 유량이 15g/s로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험조건은 CS28-1실험과 거의 동일하다. 본 실험은 그 특성상 

노후화로 인한 압력관 크립으로 인한 핵연료채널의 냉각특성 열화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나) CS28-2 정상상태  CATHENA 해석모델 개발 및 검증

FES not powered

Eccentric from 
the center of PT

그림 2.3.57  변형된 압력관내 복사 및 대류열전달, 금속-증기화학반응 실험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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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8 변형된 압력관 고온열전달 실험에서 예상되는 복합열전달 현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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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9  변형된 압력관 고온열전달 및 대류열전달, 금속-증기화학반응 실험부 

CATHENA 모델링

그림 2.3.57은 실험에 사용된 모의 핵연료다발의 단면이며, 여기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모양의 복합열전달 현상을 가상하여 그림 2.3.58에 개념적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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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ATHENA를 이용해 정상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모의 핵연료다발을 그림 2.3.59와 

같이 모사하 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CO2 갭 사이에 복사열전달이 가능한 두개의 원통을 가운데에 정지된 CO2 갭이 존재하는 

2개의 동심원상의 원통으로 CATHENA 모형을 개발하 다는 점이다.

그림 2.3.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사열전달로 인해 초래될 핵연료봉의 내․외측 

온도의 차이를 잘 모사하기위해 각각의 모의핵연료를 다발 중심선을 향한 부분과 외곽 

통을 향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모사하 다. 복잡한 구조의 핵연료다발 내 복사열전달 

해석을 위해 view factor matrix를 구성하여 각 핵연료 봉간, 그리고 핵연료 봉과 압력관 

간, 그리고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복사 열전달을 해석하 다. 한편 열수력채널 

모델의 경우 inner ring으로 둘러싸인 최내각 부수로를 CHAN1k로, inner ring과 middle 

ring으로 둘러싸인 환형의 부수로를 CHAN2k로, middle ring과 outer ring으로 둘러싸인 

환형부수로를 CHAN3k로, 그리고 outer ring과 압력관으로 둘러싸인 부수로를 최상위 

채널(Top), 최 우측 채널(Right), 최하측 채널(Bottom), 그리고 최좌측 채널(Left) 등, 

4개로 구분하여 각각 CHAN4kT, CHAN4kR, CHAN4kB, CHAN4kL 등으로 명명하여 

모사했으며, 그림 2.3.46의 하측 그림에 모사된 병렬식으로 연결된 채널과 같이 

핵연료채널내 유동면적들을 그림 2.3.59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임의로 나뉜 7개의 병렬로 

연결된 독립된 채널로 모사하 다. 반면 축방향으로는 CS28-1실험에 대한 CATHENA 

모델 경우와 같이 5개의 spacer grid plate로 구분된 6개의 축방향 역을 다시 2개의 

축방향 역으로 구분하여, 전체를 12개의 등간격 열수력 노드로 모사하 다. 따라서 

반경방향으로는 7개의 부수로로, 축방향으로는 12개의 등간격 열수력채널로 모사되었으며, 

각각의 spacer grid plate 전후로 7개의 부수로 유동 간에 급격한 혼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모사하기위해 mixing 역을 하나씩 할당하 다. 모사에 사용된 열적조건은 축방향으로 

균일한 출력으로 총 다발출력을 10kW로, 그리고 각 환별 핵연료의 출력은 그림 2.3.60과 

같이 가정하 으며, 수력학적 조건은 다발 입구측 압력 및 유량을 1기압, 15.0g/s으로, 

입구 측 증기온도는 섭씨 700℃로 가정하여 모사하 다. 핵연료채널이 잠겨있는 원자로의 

감속재탱크를 모사한 냉각탱크는 섭씨 40℃로 유지되는 것으로 모사하 으나 실제 

실험에서는 유한한 탱크의 크기로 인해 냉각수 온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에서는 섭씨 700℃로 주입된 수증기가 그림 2.3.61의 윗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이 발생하지 않는 채널 입구측 전력공급용 Molly Rods 

사이로 수직방향으로 주입되어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급히 냉각되어 그림 2.3.61 하측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치에 따라서 증기온도가 55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증기온도의 하강은 현재 쓰이고 있는 1차원 해석코드인 

CATHENA 코드로는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상측의 증기 입구관 온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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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로 채널 모든 역에 걸쳐 균일하게 주입된다고 가정하여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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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0  Electric Power to the Heaters of the CS28-2 Experiment

그림 2.3.61  Inlet steam Injection line and the Unheated Entrance Region of the 

Test Section and the measured Steam Temperatures

상기된 바와 같이 CATHENA코드로 모사하여 해석한 결과는 초기 정상상태 

(그림에서 528초에 해당)에 대해서는 그림 2.3.62에 실측치와 비교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나타난 시간에 따른 측정치와 CATHENA 해석 예측치가 각 환별 핵연료별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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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위치에 따라 그림 2.3.63부터 2.3.66에 비교되었다. 참고로 본 그림에서 쓰인 

실측치의 자료가 동일 자료의 그림에서 추출한 온도자료에 의거하여 다시 그려짐에 따라 

상당한 오차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림 2.3.67부터 2.3.76까지에서 

비교된 온도자료는 특정한 열전대 위치 (축방향 및 환별내 특정 핵연료봉에서 내측 또는 

외측으로 구분된 위치로 그림 2.3.57과 표 2.3.13∼2.3.15 참조)에서 측정된 값과 이에 

해당하는 CATHENA 코드의 핵연료봉 위치에서의 예측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의 

핵연료의 열출력이 중단될 때인 880초 까지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 기술된 CATHENA 핵연료채널 해석모델은 그 취약점으로 압력관 

온도를 측정치와 맞추기 위해 CO2갭의 열전도도를 실제 값보다 수 배 가량 높여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물리적인 원인은 아직 규명 하지 못하 다. 본 연구와 

병행해서 수행되고 있는 CFD 해석인 CS28-1해석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CS28-2에 대한 CFD해석에서는 열전도도를 임의로 증가시켜야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물리적인 모델에 근거한 검증해석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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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2 The FES and the PT temperatures along the axial direction for the 

Initial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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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3  Inner Ring FES temperature along direction compared with the 

measur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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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4. Middle Ring FES temperature along the axial direction compared 

with the measur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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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5 Outer Ring FES temperature along the axial direction compared with 

the measur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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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6 Pressure Tube temperature along the axial direction compared with 

the measured one at the bottom of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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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7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22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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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8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62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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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9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12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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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0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422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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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1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57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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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2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57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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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3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72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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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4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72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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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5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725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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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6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ES Temperature History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Ring with those measured at the axial location of 

1800mm into the he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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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3 Fuel Element Simulator Thermocouple Locations for The CHAN 

    28-Element CS28-2 (BO:R1-30=>station 0, Ring 1, Pin 3, outer surface)

FES BUNDLE THERMOCOUPLES Thermocouple Thermocouple
     Number             Type              Location

Time of Failure
(S)

        1                  c               B0:R1-3o         

        2                  c               B2:R1-2i

        3                  c               B2:R2-4o

        4                  c               B2:R3-7o

        5                  c               B4:R1-3i

        6                  c               B4:R1-4o

        7                  c               B4:R2-8o          

        8                  c               B4:R3-1o    

        9                  c               B6:R1-1o         

       10                  c               B6:R1-1i    

       11                  c               B6:R3-1i    

       12                  c               B6:R3-9i           

       13                  c               B6:R3-9o 

       14                  c               B8:R2-2o 

       15                  c               B8:R2-4i 

       16                  c               B8:R2-8i 

       17                  c               B8:R3-8o 

       18                  c               B8:R3-16o    

       19                  c               B8:R3-16i     

       20                  c               B10:R2-2i 

       21                  c               B10:R1-3i 

       22                  c               B10:R2-8i 

       23                  c               B10:R3-3i         

       24                  c               B10:R3-3o  

       25                  c               B10:R3-16i  

       26                  c               B11:R1-1o  

       27                  c               B11:R1-4o

       28                  c               B11:R1-4i

       29                  c               B11:R2-4i

       30                  c               B11:R2-7i     

       31                  c               B11:R2-8o

       32                  c               B11:R3-8i

       33                  c               B11:R3-13i

       34                  c               B11:R3-16o 

       35                  c               B12:R1-1i

       36                  c               B12:R1-2i 

       37                  c               B12:R1-2o         

       38                  c               B12:R2-2i

       39                  c               B12:R2-2o

       40                  c               B12:R2-4o

       41                  c               B12:R3-1i

       42                  c               B12:R3-1o

       43                  c               B12:R3-4o

       44                  c               B12:R3-4i

       45                  c               B12:R3-8o 

       46                  c               B13:R1-3o

       47                  c               B13:R2-7o

       48                  c               B13:R3-13o

-

-

-

-

-

848.2

-

-

802.2

870.0

-

870.8

-

-

860.0

860.0

-

-

850.0

856.8

860.0

880.0

-

-

-

-

880.0

880.0

860.0

940.0

-

-

-

-

-

-

-

-

-

-

-

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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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4 Pressure Tube Thermocouple Location for the CS28-2 Test

    (F2-C=>Pressure tube Station 2, circumferential locaion "C" 

(bottom), refer to  Fig. 2.3.57 for "C" location)

PRESSURE TUBE THERMOCOUPLES

  Thermocouple      Thermocouple      Thermocouple

     Number             Type              Location

Time of Failure

(S)

       56                R                  F2-C           

       57                R                  F4-A

       58                R                  F4-C

       59                R                  F6-A

       60                R                  F6-C

       61                R                  F8-A

       62                R                  F8-C

       63                R                  F10-A       

       64                R                  F10-AB

       65                R                  F10-B

       66                R                  F10-BC

       67                R                  F10-C

       68                R                  F11-C

       69                R                  F11-CD

       70                R                  F11-D

       71                R                  F11-AD

       72                R                  F11-A

       73                R                  F-12-A

       74                R                  F12-AB

       75                R                  F12-B

       76                R                  F12-C

       77                R                  F13-C

       78                R                  F13-CD

       79                R                  F13-D

       80                R                  F13-AD

       81                R                  F13-A

-

-

-

-

-

-

-

-

-

750.0

-

0.0

0.0

-

-

-

-

-

-

-

-

-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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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5 Calandria Tube Steam and Moderator Water Thermocouple Location 

for the CHAN 28-Element Test CS28-2

CALANDRIA TUBE & MISC THERMOCOUPLES

  Thermocouple      Thermocouple      Thermocouple

     Number             Type              Location

Time of Failure

(S)

       82                K                CENTRELINE-A    

       83                K                C2-A

       84                K                C2-C

       85                K                C4-C

       86                K                C6-A

       87                K                C6-C

       88                K                C8-A

       89                K                C8-C       

       90                K                C10-A

       91                K                C10-C

       92                K                C11-A

       93                K                C11-C

       94                K                C12-A

               STEAM THERMOCOUPLES

       49                C                S13:R1 (Z=1800 mm)

       50                C                S13:R2-A (Z=1800 mm) 

       51                C                S13:R2-D (Z=1800 mm)

       52                C                OUTLET PIPE  

       53                R                S0:R2-A (Z= 0 mm) 

       54                R                S0:R2-B (Z= 0 mm)

       55                R

              Steam Injection Port            (Z= -115mm)

             MODERATOR TEMPERATURES

       95                K                MOD @ 3.5  

       96                K                MOD @ 10.5 

       97                RED             ROOM TEMP

       98                RED             MOD TOP C/L

       99                RED             MOD BOTTOM C/L 

       100               RED             MOD FRONT C/L

       101               RED             MOD

-

-

-

-

-

-

-

-

-

-

-

-

-

1040.0

1020.0

930.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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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THENA PBD 모델 개발

본 연구의 목표는 중수로 안전해석코드인 CATHENA 코드를 이용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이 가용치 않은 경우에 발생한 대형냉각재배관파단사고 (LBLOCA)시, 

핵연료채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연료채널의 과도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캐나다에서 도입된 핵연료채널 안전해석 체제인 CATHENA, CHAN-II 

연계해석체제를 CATHENA 코드로 일관성있게 통일하는 새로운 핵연료채널 해석체제 및 

관련 해석방법론을 구축함과 그 타당성 입증에 있다.

(가) Blowdown 해석모델

본 모델은 기존 월성 2,3,4호기 인허가시 사용한 CATHENA 핵연료 채널 모델과 

동일한 것이다. 핵연료채널을 수력학적으로 단일채널로 모사한다. 이 단일채널 내에 

37개의 핵연료봉을 각각 모사하지 않고, 봉 출력 및 높이 수준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대표 핵연료봉을 가정하여 핵연료봉 여러 개가 함께 있다고 모사하고, 

복사열전달 모델의 경우 개개 봉의 위치에 따라 핵연료와 압력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복사열전달 모델을 모사하여 전체 핵연료 채널모델을 구성하 다.

Solid structure model은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핵연료봉을 포함하고, 보조 열전달 

모델은 복사모델, 고체-고체간 열전도모델, 핵연료채널 변형모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원자로 노물리 해석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일차 열전달계통(PHTS) 회로해석 및 Fuel 

Channel Blowdown해석에서 결과물로 계산되어 Fuel Channel Post-blowdown해석에 

경계조건이나 초기상태조건 입력으로 전달되는 해당 채널 입․출구 및 채널내의 주요 

상태변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열전달계통 주요 상태조건: 

  입,출구 헤더 과도조건, 해당채널 power pulse 및 과도출력, 해당 채널내 장전 

핵연료다발의 축방향 출력분포 및 다발내 봉별 출력비, 해당채널 및 핵연료 다발의 

기하학적 자료, 핵연료 채널 내 각 부수로의 기하학적 자료 등

- Blowdown 계산 말기 조건:

  각 핵연료 온도, 압력관 온도 및 변형된 압력관 반경, 칼란드리아관 온도, 압력관내 

임의 축방향 위치에서의 2상 냉각재 온도, 도, 속도 및 압력, 채널 입구 

냉각재주입율 등

(나) Post-blowdown 해석모델 개발 

본 해석은 blowdown으로 인해 채널 내 냉각수 재고가 거의 고갈됨으로 인해 

재개되는 핵연료와 압력관의 가열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며, 사고 개시 40초 후 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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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동안 비상노심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며, 채널내 유동이 거의 정체상태에서 핵연료 

및 압력관이 어떤 과도상태를 겪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해석이다.

Blowdown해석 종료시점에서의 핵연료, 압력관, 그리고 칼란드리아관의 온도 및 

압력관 반경방향 스트레인과 압력관 압력이 본 해석의 초기조건으로 사용된다.

본 해석은 CATHENA로 수행되며 지르코늄/증기 반응율을 최대화하는 최악의 

증기유량조건과 증기 및 수소유동에 의해 제거되는 열을 최소화시켜 핵연료 최고온도와 

최대 수소생성을 초래하는 증기유입량을 결정하는 민감도분석 방법의 해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post-blowdown 핵연료채널 해석에서는 기존 월성 2,3,4,호기 

사고해석을 통해 발견된 가장 비관적인 결과를 내는 입구측 증기주입률인 10g/s를 

사용하 다. 압력관/칼란드리아관간의 팽창접촉이 예측될 때까지 CATHENA 내의 

압력관 변형모델을 써서 압력관 원주방향의 변형률을 계산하며, sagging에 의한 접촉 

해석을 위해서는 압력관의 sagging 조건에 해당되는 온도기준을 사용하여 압력관의 

축방향 변형률을 계산한다. 현재로는 대규모의 sagging 실험결과에 의거 결정된 850℃를 

압력관 sag contact의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모델에서는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contact conductance는 sag contact의 경우 6.5 kW/(m
2
K), 압력관의 ballooned 

contact의 경우 11 kW/(m
2
K)을 가정하여 사용한다.

복사열전달은 원칙적으로 본 해석 이전에 수행된 핵연료 Blowdown 해석 결과로 

얻어진 핵연료봉과 압력관 변형에 의거한 핵연료채널 및 핵연료다발의 기하학적 구조의 

변화를 반 하여 새로이 계산한 radiation view factor matrix를 사용하여 계산 

되어야한다. 즉 본 해석 시 변형되는 압력관의 소성변형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채널 

기하학적 구조의 변형 (예; 다발의 주저앉음)은 향후 radiation view factor matrix 계산 

및 이후의 복사열전달 계산모델에 고려되어야 하나 CATHENA 코드 반 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본 해석에는 실현되지 못하 다. 한편 Zircaloy-steam 반응율의 

계산에는 AECL의 권고에 따라 Urbanic/Heidrick 상관식이 쓰 다.

주요 결과로서는 본 해석을 통해 격납용기로 방출되는 수소 source를 계산하고 

핵연료와 압력관의 온도 그리고 압력관 변형으로 인한 PT/CT 접촉으로 생기는 

감속재로의 급격한 열전달 율도 얻어져 이때 칼라드리아관 외벽에서 dryout 발생여부를 

확인한다(5.2.4 참조).

본 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핵연료채널의 post-blowdown해석에 사용한 CATHENA 

핵연료채널 부수로 모델은 월성 2,3,4호기 건설 사업시 KOPEC-AECL이 공동으로 

개발하다가 CHAN-II 코드를 이 해석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중지된 기존 미완성 

모델로부터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시범계산을 통해 모델의 적절성을 확인한 모델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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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중수로 해석방법론인 CHAN-II 코드의 모델과 비교하여 주요 

모델링의 차이점은 기존 CHAN-II에서는 핵연료봉 환을 그림 2.3.81에서와 같이 

annulus로 모사한 반면, CATHENA에서는 다발내 개개의 봉을 각각 모사한 점이며, 이로 

인해 생기는 제반 열전달현상 모델링 상에 차이가 있다.

(다) 핵연료채널 Post-Blowdown 해석모델 기술

핵연료채널 Blowdown 해석의 주요 결과는 핵연료와 압력관, 그리고 칼란드리아관의 

온도, 압력관의 변형 등이며 주요 해석모델은 아래와 같다.

- CATHENA Subchannel Geometry, Hydraulic Component Model: 

  각각의 채널은 12개의 핵연료가 장전되어있는 압력관과 이를 감싸고 있는 

칼란드리아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칼란드리아관은 감속재 탱크에 채워진 감속재 

내에 잠겨 있다.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는 annulus가 있으며 이 공간은 CO2로 

채워져 있다. 핵연료다발은 37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서부터 

4개의 환(중심봉, 내환봉, 중간봉, 외환봉)에 각각 1, 6, 12, 18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 연료다발의 기하학적 구조는 그림 2.3.79에 나타나 있다. 핵연료봉의 양 끝단은 

평면도 그림에 보이는 zircaloy end plate에 용접되어 있으며, 채널 안을 흐르는 

중수는 압력관 내부 축방향으로 흘러 핵연료에서 생성되는 열을 증기발생기로 

수송한다.

- 핵연료채널의 수력학적 모델은 압력관내에 위치한 개개의 핵연료다발을 모사하는, 

평행으로 연결된 5개의 부수로 채널로 구성된 12개의 파이프 모델(그림 2.3.80)과 

이를 잇는 11개의 mixing junction, 그리고 채널 입구 및 출구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부수로는 핵연료 환(ring)과 환 사이 유동공간을 모사하는 3개의 

부수로와 최외곽 핵연료 환과 압력관 사이에 위치한 annulus 공간, 그리고 sagging 

contact을 보수적으로 모사하기위해 최외곽 부수로 중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핵연료봉과 대면하고 있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모사한 5번째 부수로로 구성된다. 

파이프간의 공통 노드는 다발과 다발 간에 위치한 좁은 공간으로 여기서 5개의 

부수로에서 방출된 냉각수가 완전히 혼합된 후 다시 다음 단계의 5개 부수로로 

나뉘는 것으로 모사된다. 기존의 CHAN-II 모델과 비교하여 이렇게 공통노드에서 

완전 혼합을 모사한 점이 다르다. 이러한 수력학적 모사를 위해 연결된 노드간의 

유체 저항치는 상호간의 유동면적 비에 의거한 reversible loss와 irreversible 

loss가 계산되어 압력강하 및 유동 분산계산에 사용된다. 또한 다발과 압력관이 

뜨겁게 가열되어 압력관과 가장 아랫쪽에 위치한 핵연료가 국부적으로 접촉하는 

현상인 sagging contact을 보수적으로 모사하기위해 최외곽 부수로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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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 위치한 핵연료봉과 대면하고 있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5번째 부수로로 

모사한 점도 기존 CHAN-II 모델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다. 

기존 중수로해석방법론인 CHAN-II 코드의 모델과 본 CATHENA 모델과 비교하

여 주요 모델링상의 차이점을 그림 2.3.81에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 열전달 solid component model: 

  열전달 모델은 solid component model과 보조모델의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핵연료, 압력관, 칼란드리아관의 기학학적 구조, 경계조건, 재료특성, 열생성율, 

초기온도,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출력옵션이다. 반면 후자인 보조모델은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radiation model, solid-solid contact model, 그리고 

핵연료채널 변형모델이다. 이 모델들은 CATHENA 입력파일 중 열전달 패키지, 

GENHTP 안에 포함되어 있다.

- Solid component 모델은 핵연료봉,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모델로 구성된다. 

핵연료봉은 4개의 반경방향 역 (즉, UO2, 소결체와 피복재간의 갭, 지르칼로이 

피복재, 그리고 피복재 표면의 ZrO2 역)으로 나뉜다. 중심봉을 제외한 나머지 

핵연료봉들은 다발의 중심쪽을 바라보는 표면과 바깥쪽을 바라보는 표면을 가진 

2개의 환방향 섹타(circumferential sector)로 나뉜다. 중심봉은 1개 섹타로 

모사된다. 각 환내의 핵연료봉에서 생산되는 열량은 모든 연소도조건에 해당하는 

다발의 환별출력비와 다발출력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 핵연료봉 피복재 표면에서 일어나는 Zr-steam 반응에서 생성되는 열량은 

Urbanic-Heidrick 상관식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이로부터 metal-water 반응율이 

결정되었다. 압력관은 2개의 반경방향 역(산화벽과 금속재질 역)과 16개의 

환방향 섹타로 나뉜다. 칼란드리아관은 1개의 반경방향 역과 16개의 환방향 

섹타로 나뉜다. 이 2관의 사이에 있는 annulus 공간은 CO2 가스로 채워진 절연 

역으로 모델 된다. 두 개의 관을 통해 감속재로 방출되는 국부 열전달율 계산을 

위해 제공되는 감속재의 과도 열수력적 조건은 한 개의 큰 reservoir로 모사된다.

- 축방향 다발 출력분포 결정방법: 

  노심내 모든 채널출력의 분포를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나눈 후, 이중 가장 높은 

채널출력 그룹에 해당하는 6번째 그룹에 속하는 채널들의 축방향 출력분포를 

그려본 결과에 의거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할 축방향 출력분포를 가정하여 

사용하 다. 이 중 전출력 정상상태 핵연료온도 면에서 가장 위험(limiting)한 

출력분포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출력분포를 본 해석에서의 

축방향 출력분포로 선택했다.



- 127 -

- Power pulse시 채널 과도출력분포 결정: 

  배관 파단으로 인한 노심 핵연료채널의 기포화로 야기되는 원자로 출력폭주는 high 

power trip과 high lograte trip으로 중지되며, 이로 인한 원자로 power pulse 기간 

동안 limiting Channel인 O6_mod 채널에 사용되는 과도채널출력은 RFSP의 

CERBERUS 모듈을 이용한 노심 과도 출력분포로부터 얻은 O6 채널의 초기 출력 

값에 대해 정격화된 과도 출력분포를 사용하되 인허가상 허용된 최대채널 출력조건 

(7.3 MWth)하에서 인허가 상 허용된 최대다발 출력(935kWth)이 유지되도록 

normalize된 출력분포를 사용한다.

- 복사열전달 모델(Radiation Model):

  이 모델은 solid component들 간에 일어나는 복사열전달을 모사한다. 즉 

핵연료들과 압력관 사이, 그리고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에 일어나는 복사 

열전달을 모사한다. Utility program인 MATRIX 프로그램을 이용해 view factor 

matrix를 계산하며 핵연료봉 표면에 대해서는 emissivity 0.8을, 그리고 산화된 

압력관 내측표면에 대해서는 0.8(ZrO2에 표면에 근거), 산화되지 않은 압력관 

외측과 칼란드리아관 양측 표면에 대해서는 0.325(비산화 Zr 표면에 근거)를 

사용한다.

- 압력관 변형모델 (Pressure Tube Deformation Model): 

  본 모델은 높은 압력관 온도와 압력관에 걸리는 내부압력에 의해 야기되는 

압력관의 소성변형을 각 축방향 다발위치에서 계산한다. 압력관의 소성변형율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이 닿을 때까지 계산되며, 접촉 이후로는 아래에 기술된 접촉 

열전도도에 따라 두 관사이의 열전달율이 계산된다. 고온 압력관 크립율, 또는 

팽창율은 Shewfelt's creep rate correlations과 최대 및 최소한계 failure 

criteria에 의거해 계산된다. 압력관 파열에 보수성을 감안하여 압력관의 가장 높은 

온도 위치에 이미 0.013mm의 흠집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사이의 접촉 열전도도는 contact boiling experiments 결과에 의거 11kW/m
2℃로 

가정된다.

- 핵연료/압력관, 압력관/칼란드리아관 간의 접촉열전도 모델: 

  본 모델은 금속 표면간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열전달계수를 모사한다. 지지체에서 

일어나는 핵연료봉과 압력관간의 접촉모델은 “Estimate of the Eff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라) 핵연료채널 Post-Blowdown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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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원자로 입구측 헤더의 35% 파단사고에 대한 O6_mod 핵연료채널 

해석이다. O6_mod 채널이란 O6 핵연료채널의 geometry와 수력학적특성을 그대로 지닌 

핵연료 채널에 축방향 출력분포와 채널출력을 운전상 가능한 가장 보수적인 분포와 

값으로 정하여 만든 가상적인 한계채널을 뜻한다. 계산결과를 해석해 보면 그림 2.3.82에 

의하면 이미 ballooning contact된 다발들인 4-8번째 핵연료위치에 해당하는 압력관들은 

그림 2.3.83에 나타난 Zr-H2O 반응에 의한 열생성과 잠열커브를 따라 온도와 감속재로의 

열전달율이 같은 경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그림 2.3.82와 2.3.84, 2.3.85에서 알 수 있다. 

또한 O6_mod채널에서 생성된 금속-물 반응에 의한 열생성율과 증기 냉각수에 의해 

출구로 제거된 열량, 그리고 압력관/칼란드리아관을 통해 감속재로 방출된 열량들이 그림 

2.3.83에 나타나 있다. 또한 그림 2.3.85에는 blowdown동안 ballooning contact를 

경험하지 않은 핵연료 다발들인 1,8-12 다발 위치에 해당하는 압력관들 중 9,10,11번째 

부분들은 sagging contact 조건에 각각 117, 134, 388초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 9번째 다발의 환별 최대핵연료 온도와 최대 압력관 온도도 그림 2.3.85에 나타나있다. 

그림 2.3.77 Hydraulic Nodalization of Channel O6_mod for Blowdow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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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8 Solid Structure Model of O6_mod Channel for Fuel Channel 

Blowdown Analysis

그림 2.3.79 Solid Structure Model of O6_mod Channel for Fuel Channel 

Post-Blowdow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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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0 Hydraulic Nodalization of O6_mod Fuel Channel for Post-Blo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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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1  CHAN-II와 CATHENA 코드용 핵연료 채널 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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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2  Heat Transfer to Moderator from Each Bundle across the PT/CT

그림 2.3.83  Heat Generation Rate by Zr-H2O Reaction, Heat Removal by Steam 

Convection and Heat Removal across PT/CT to Moderator from 

O6_mod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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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4 Maximum Fuel and PT Temperatures of the 6th Bundle (Balooning 

Contacted during blowdown phase)

그림 2.3.85 Maximum Fuel and PT Temperatures of the 9th Bundle (Not 

Balloning Contacted during blowdown and Sagging Contact at 11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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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된 안전해석 체계 이용 LBLOCA 핵연료채널 해석

(1) 37-봉 핵연료용 CATHENA Post-Blowdown 해석모델 개발 및 

자동연계해석체제 개발

본 해석은, blowdown으로 인해 채널내 냉각수재고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핵연료와 

압력관의 가열이 시작될 때부터 post-blowdown이 시작되며, 사고 개시 40초 후 부터 약 

1시간 동안 비상노심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 채널내 유동이 거의 정체상태에서 핵연료 및 

압력관이 어떤 과도상태를 겪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해석이다. Blowdown 해석 

종료시점에서의 핵연료, 압력관, 그리고 칼란드리아관의 온도 및 압력관 반경방향 

스트레인과 압력관 압력이 본 해석의 초기조건으로 사용된다. 본 해석은 CATHENA로 

수행하 으며, 지르코늄/증기 반응율을 최대화하는 최악의 증기유량조건과 증기 및 

수소유동에 의해 제거되는 열을 최소화시켜 핵연료 최고온도와 최대 수소생성을 초래하는 

증기유입량을 결정하는 민감도분석 성격의 해석이다. 따라서 본 해석을 통해 격납용기로 

방출되는 수소 source를 계산하고 핵연료와 압력관의 온도 그리고 압력관 변형으로 인한 

PT/CT 접촉으로 발생하는 감속재로의 급격한 열전달율을 계산하여 이때 칼라드리아관 

외벽에서 dryout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핵연료채널의 post-blowdown 해석에 사용할 

CATHENA 핵연료채널 부수로 모델을 기존 미완성모델로부터 개발, 완성하여 

예비계산을 통해 모델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기존 중수로 안전해석방법론인 CHAN-II 

코드의 모델과 CATHENA 모델과의 차이점을 아래 그림 2.3.86 에 도식화하여 나타낸다.

그림 2.3.86  Post-Blowdown해석용 CHAN-II 코드모델과 CATHENA 모델과의 

비교

개선된 LBLOCA w/o ECC 해석방법론을 이용한 국내중수로 LOCA 사고해석 중 일

부인 입구측 모관 파단사고에 대해 핵연료 건전성 확인을 위한 blowdown 및 

post-blowdown 채널해석을 수행하 다. 본 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CATHENA 해석결과

를 CHAN-II 결과와 비교․분석하 으며. 월성 2,3,4 호기 FSAR에 수록된 해당 자료와 

비교하여,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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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프로그램 CANFICA를 이용해 원자로의 헤더가 파단된 루프에 속한 모든 채널에 

대해 blowdown 및 post-blowdown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그림 2.3.82와 

2.3.83과 같이 기존의 월성 2,3,4호기 결과와 매우 근사한 결과를 얻어 본 해석체제 개선 

작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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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7 ECCS 주입 비가용 동반한 RIH 35% LOCA파단 사고시 파단 (후단에 

위치한 core critical pass에 속한 95개 핵연료채널에서 blowdown 및 

post-blowdown 기간동안 감속재로 전달된 열전달율)

그림 2.3.88 Channel Temp. for 35% RIH LOCA w/o ECCS (Critical Core Pass)at 

Steam 10g/s, Bundle 6 (Comparison btw CHAN-II, and CATHENA 

Post-Blowdown Fuel Channel Model)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본연구에서 개발된 연계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수행하기로 원래 

계획했던 55% 펌프 입구측 배관파단 사고와 100% 출구측 모관배관파단 사고에 

대해서는 blowdown과 post-blowdown연계해석을 수행했으나, post-blowdown해석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어 이에대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해당 

결과를 수록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연구 결과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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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월성 원자로 안전성 관련 인허가 업무시 본 과제에서 개발된 LBLOCA w/o 

ECC 사고해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추가 안전여유도 확보에 기여하며, 수행된 검증해석 

보고서로 새로운 방법론의 인허가를 확보, 즉 기존의 CATHENA-CHAN-II 

해석방법론을 새로운 CATHENA-CATHENA 해석방법론으로 대체함으로서 해당 

사고시 핵연료 손상 및 채널파손에 대한 안전여유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열화된 

가동중원전의 안전성입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캐나다의 규제기관이 해당 

사업자들인 전력회사들에 제기해 해결을 요구해 오고 있는 Generic Action Item과의 

연관성을 보면, 본 연구결과는 LOCA시 핵연료 채널내 열수력 평가 방법론 

개선(GAI9504), 안전해석용 전산코드 대체(GAI99G02)의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들로 

사료된다. 또한 3차원 유동장을 해석하는 도구인 CFX 코드를 사용하여 CS28-1, 2 

실험자료를 해석하여 검증된 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근거로 37봉 핵연료다발이 장전된 

중수 노심에 대한 post-blowdown 핵연료채널 해석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CATHENA 

post-blowdown 해석모델을 검증하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될 새로운 핵연료채널 해석체제 및 관련 해석방법론의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기존에 캐나다에서 도입된 핵연료채널 안전해석 체제인  

CATHENA-CHAN-II 연계해석체제를 완전히 대체하여 제반 중수로 인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LBLOCA시 안전해석업무에 활용한다.

또한, 본 해석체제가 구축되어 인허가를 획득할 경우, 핵연료채널의 비가용 ECCS 

주입 LBLOCA시 핵연료 채널파손에 대한 안전여유도의 증가로 인해 사고시 파손되어 

누출되는 방사성 핵종 누출량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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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 코드 통합운 체제 개선

제 1 절  노심, 핵연료봉 사고해석 연계체제 개선

1. WIMS-CANDU/RFSP 연계 프로그램 개발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국내에는 4기의 중수형 원자로가 운전 중이나, 가동 연수가 수십년이 경과되어 

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중수로 노심 안전

해석 및 안전성 평가는 POWDERPUFS-V/RFSP 체계를 이용하여 수행하여 왔다. 이는 

천연우라늄 핵연료에 대한 경험적인 실험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POWDERPUFS-V를 기

반으로 하는 것으로 원자로의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수성 확보에 따른 충분한 안전 

운전 여유도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안전해석 방법론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POWDERPUFS-V/RFSP 체계를 대체하는 체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

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POWDERPUFS-V를 대신하여 WIMS-AECL을 이용한 

WIMS-AECL/RFSP 체계를 사용하고자 검증작업이 수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 개발중인 WIMS-CANDU를 이용하여 POWDERPUFS-V/RFSP를 대체할 수 있는  

WIMS-CANDU/RFSP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나. 연구 수행 내용

(1) WIMS-CANDU와 RFSP의 인터페이스 Tape16 개발

중수로의 노심 안전해석을 위한 WIMS-CANDU/RFSP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두 

코드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즉 격자코드 WIMS-CANDU의 계산에 의해 나온 데이

터를 RFSP를 이용한 노심 출력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 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이러한 작업은 Tape16과 wims-rfsp의 개발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 다. 

Tape16은 WIMS-CANDU의 격자계산에 의해 나온 데이터를 RFSP의 반응 단면적

을 생성하는 코드의 입력자료를 만들어 주는 파일이다. 이것은 unformatted binary 

format으로 작성되고 키워드 포맷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KEY1, KEY2, N, (DATA(I), I=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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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EY1과 KEY2는 입력데이터의 이름과 그 데이터의 특

성을 표시하는 10개의 알파벳으로 나타나며, N은 데이터의 개수, 그

리고 (DATA(I), I=1, N)은 데이터를 나타낸다. TAPE16은 반응단

면적(scattering, absorption, 수 도(number density), 연소도

(irradiation)등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2) 출력계산을 위한 반응단면적 생성

격자코드 WIMS-CANDU에 의해 생성된 Tape16을 입력 자료

로 하여 WIMS-RFSP 실행하여 RFSP의 입력으로 이용될 반응단면

적 테이블을 생성하 다. Fortran으로 된 WIMS-RFSP는 

WINDOW 환경에서 실행되며 키워드 포맷의 입력 자료와 binary 

포맷의 Tape16을 갖고 실행된다. WIMS-CANDU 격자계산에 의해 

다군의 중성자 군으로 표현된 결과를 2군 그룹으로 생성된 반응단면

적을 얻었다.

다. 연구 결과 및 활용

WIMS-CANDU//RFSP를 이용하여 반응단면적을 생성하여 출력계산에 활용하고 

WIMS-CANDU/Dragon/RFSP 체제를 구축하여 중수로 노심 안전해석에 활용한다.

2. RFSP/CATHENA 연계 프로그램 개발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RFSP/CANTHENA 코드 체계는 중수로의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시 과도해석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 AECL에서 국내에 제공된 

RFSP/CATHENA 연계계산 체계는 RFSP의 노심 코드(Neutronics code)의 

CERBERUS 동특성 계산 모듈과 CATHENA 열수력 계통 코드 (Thermal-Hydraulic 

system code)의 배치 타입의 연계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코드 사이의 변수를 교

환하기 위하여 한 코드의 출력을 다른 코드의 입력으로 반복 활용하는 완전한 통합연계 

방식이라 하기 어렵고, 과도한 전산 시간을 소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재의 연계 계산 방식에 기반을 둔 사용이 보다 용이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그림 3.1.1 반응단면적 
생성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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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연구 수행 내용

(1) RFSP/CANTHENA 코드 연계계산 흐름도

그림 3.1.2 RFSP/CATHENA 연계계산 흐름도

기존의 연계방식에서는 수개의 배치파일을 이용하여 연계계산을 수행하고, RFSP에서 

Thermal-Hydraulic node power를 계산하여 CATHENA의 입력값으로 활용하고 다시 

CATHENA가 냉각재 온도, 냉각재 도, Thermal-Hydraulic node에 대한 핵연료 온도

를 계산하여 RFSP의 입력값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그림 3.1.2)

(2) RFSP/CATHENA 연계계산용 프로그램 RFSPcat

C++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 소스 파일과 실행파일을 포함하는 디렉토리 

0_PRGSRC와 연계계산을 위한 샘플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 1_RUNSRC가 있다. 또한 

WINDOW 환경에서도 시범계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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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_PRGSRC: 프로그램 소스 파일과 실행파일 포함.

․ rfspcat.cpp: RFSP/CATHENA 연계 계산 program source.

․ msearch.h: 변수 Searcher를 위한 header source file. 

․ mstring.h: 문자열 변수 String을 정의한 header source file. 

․ rfspcat.inp: 프로그램 작성에 이용한 샘플 input file.

․ com: 컴파일과 링크 실행 파일.

․ rfspcat: RFSP/CATHENA 연계 계산용 실행 파일.

(나)  1_RUNSRC: 연계계산을 위한 Sample Input File Set으로 구성.

․ run: rfspcat 실행파일과 rfspcat.inp 파일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LOCA 해석 계

산 수행

․ ref_cathena.inp: LOCA 해석의 기준이 되는 CATHENA input file

․ ref_rfsp.inp: LOCA 해석의 기준이 되는 RFSP input file

․ rfspcat.inp1: rfscpcat 프로그램을 위한 shutdown 이전까지의 연계계산용 input

․ rfspcat.inp2: rfscpcat 프로그램을 위한 shutdown 이후의 연계계산용 input

․ changroups: RFSP 코드의 필수 input으로 열수력 core pass 지정

․ refpower.t15, LOCASIM001.t15: T-H node에 대한 steady state power를 저장

․ RIH35T001.rst: steady state 계산에 대한 CATHENA 코드의 restart 파일

․ RIH35T001.t15: steady state에 대한 초기 상대 출력을 저장한 파일로 

CATHENA input으로 활용됨

․ T001_da: 기존자료 (CERB7) 이름 변경, steady state에 대한 RFSP store file로 

restart를 위하여 이용됨. rfspcat 코드 이용시 시간단계 0초에서 반드시 이 이름으

로 설정해야 함.

   * 굵은 씨: 신규 작성된 파일을 표시

다. 연구 결과 및 활용

중수로의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시 출력펄스 해석에 사용되며 노심 열수력 연계해석

체제(WIMS-CANDU/DRAGON/RFSP)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절에 기술된 

핵연료해석체계와 전 단계에서 개발된 감속재해석체제 및 핵연료채널 해석체제와 함께 격

납용기해석 및 주민 피폭선량해석 체계와 통합되어 산업체에서 활용되게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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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성능 및 사고해석코드 연계 체제 확립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 핵연료봉의 사고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핵연료

봉 성능을 분석해야 하고 이때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사고 후의 과도기간 동안 핵연료

봉의 거동을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 시 핵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➀ 연료봉의 정상 상태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계산 : 채널 내 정상 운전 조건에서 핵연
료봉의 성능 분석 코드 이용하여 평가.

➁ 즉발 방출량 (prompt release) 계산 : 사고 순간 핵연료 파손으로 인해 즉발 방출
되는 핵연료봉 내의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

➂ 지발 방출량 (delay release) 계산 : 사고 후 핵연료 온도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방
사선 핵종의 누출 분율을 평가하고 재고량에 누출 분율을 곱하여 각 동위원소의 지

발 방출 (delay release) 결정.

따라서 정상상태의 핵연료 분석용 코드부터 사고 시 핵연료 분석에 이용되는 코드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사용자 지침을 작성한다면, 평가하려는 목적에 

맞는 사고해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수로 핵연료의 정상상태 성능해석과 사고 시 핵연료 

거동을 분석하고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하는 전산코드들인 ELESTRES, ELOCA, 

COREFPR, REDOU 등에 대한 사용자 지침을 작성하 고, 각 코드들을 이용한 실제 해

석 수행 결과를 검토하여 사고 해석 수행에 대한 방법론을 정립하 다. 또한 37봉 핵연료 

다발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해석 입력 자료를 작성하여 향후 동일한 사고 해석을 수행하려

는 사용자가 바로 입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1) 기존 안전해석 코드 정리 및 사용자 지침 작성

중수로 핵연료의 성능을 분석하고, 사고 시 핵연료 거동을 해석하는 코드는 크게 핵분

열 생성물 (fission gas release)을 계산하는 코드와, 연료봉 및 채널의 변형을 해석하는 

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핵분열 생성물을 계산하는 코드로는 ELESTRES, COREF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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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OU 등이 있으며, 연료봉 및 채널의 변형을 계산하는 코드로는 ELOCA, HOTSPOT, 

FEAST, ELESTRES, PTDFORM 등의 코드들이 있다. 이들 각각의 코드들에 대한 목

적, 해석방법, 그리고 입, 출력 변수들을 표 3.1.1과 표 3.1.2에 정리하 다.

이들 핵연료봉 안전해석 코드 중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ELESTRES, 

ELOCA, REDOU, COREFPR 코드에 대한 사용자 지침을 작성하 다 [1∼4]. 

ELESTRES 코드는 정상상태에서 조사되는 핵연료봉의 성능을 분석하는 코드로 핵분

열 생성물 뿐만 아니라 연료봉의 변형, 온도 등의 계산도 수행하며, 정상상태 이후 사고해

석 시 필요한 입력 자료들을 제공한다. ELOCA 코드는 자관 파단, 냉각재 상실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후 과도기간 동안 핵연료의 열 및 기계적 거동을 분석할 수 있

는 전산 코드이며, COREFPR 코드는 사고 기간 동안 초기 노심의 핵분열 생성물 간극 재

고량을 계산한다. REDOU 코드는 부서진 소결체 파편으로부터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지발 방출량을 계산하는 코드로 사고 이후 천이 기간 동안 소결체 파편의 온도 변화를 계

산하고 소결체의 산화 정도에 따른 I-131 누출 분율을 계산하여 소결체 내부 결정에 구속 

되어 있던 I-131의 방출량을 예측한다.

(2) 안전해석 기본자료 생산

정상상태 (normal operation)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fission product 

inventory) 및 분포 계산은 단일 채널의 가상 사고는 물론이고 LOCA 등과 같은 사고 시

에 사고 순간과 사고 이후의 과도기에서 냉각재 및 감속재 등으로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

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핵분열 생성물은 핵연료의 출력 

(power) 및 연소도 (burnup) 이력에 의해 재고량과 분포 등이 결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자

료 생산이 사고 안전 해석 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수로 노심 내에서 단일 채널의 가상 사고는 380개 채널 중 어느 채널에서도 

그리고 운전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과 연소도 이력이 모두 다른 380

개 채널의 모든 핵연료 다발에 안전 해석 자료를 생성하여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우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극한 채널을 가정하여 이 채

널에 대하여 가상 사고에 대한 안전 해석을 수행하고 핵분열 생성물을 예측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이고 또한 안전 측면에서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극한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어야 하고 선정된 채널의 각 연료봉에 대한 성능해

석 용 입력 자료가 생성되어야 한다.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극한 채널 내 연료봉의 출력 연소도 자료는 37봉 핵연료 다발의 

극한 과출력 이력 (limiting overpower envelop)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때 극한 과출력 이

력은 핵연료의 정격 출력 이력 (nominal power envelop)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정격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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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은 37봉 핵연료 다발이 모두 장전된 중수로의 평형 노심 (equilibrium core)에서 시간 

평균 (time-average)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구해진다. 

37봉 핵연료의 안전해석용 기본자료 생산방법은 참고문헌 [5]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

다.

(가) 핵연료 다발 출력과 연료봉 선출력 이력 도출

중수로 핵연료의 설계 출력 이력은 평형 노심 (equilibrium core)에서 시간 평균 

(time-average)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도된다. 이런 방법으로 유도된 설계 출력 이

력은 노심 내의 대부분 연료봉의 출력 이력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 해석을 위해서

는 다발 출력을 설계 최고치까지 상승시켜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출력 이력이 필

요하다. 본 장에서는 설계 출력 이력의 개념과 이로부터 사고 해석에 사용되는 과출력 이

력의 생성 방법, 그리고 다발 출력으로부터 각각의 연료봉 선출력-연소도 이력 (linear 

element power-burnup history)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 다 [6].

• 정격 출력 곡선 (Nominal Power Envelop)

핵연료의 설계 출력 이력은 평형 노심 (equilibrium core)에서 시간 평균 

(time-average)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도된다. 즉, 평형 노심 시간 평균법 계산에서 

얻어진 4560개 다발의 출력을 연소도의 함수로 도시한 후, 각 연소도 시점에서의 최고 출

력들을 사용하여 연소도에 대한 다발 출력 변화 곡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설계 출력 곡

선이 구해진다. 따라서 핵연료 다발 설계 출력 곡선은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다발 출력 변

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평형노심 시간 평균법 계산에서 구해진 거의 모든 

다발 출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구해지는 설계 출력 곡선을 정격 출력 곡선 (nominal 

power envelop)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플루토늄 첨두 (plutonium peak)에서 최대 다발 

출력을 나타낸다. 37봉 핵연료 다발의 경우 정격 출력 곡선의 최대 다발 출력은 900kW이

며,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 극한 과출력 이력 (Limiting Overpower Envelop)

인근 핵연료 채널에 핵연료가 교체되어 새로운 핵연료가 장전되면 이 향으로 핵연료 

다발의 출력이 상승한다. 정격 출력 곡선 (nominal power envelop)은 이러한 출력 상승 

(power ripple)을 고려하지 않고 유도된 것이다. 실제로 출력 상승에 의해 다발 출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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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출력 곡선 이상으로 출력이 올라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향이 원자로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격 출력 곡선에서 플루토늄 첨두 

시점의 다발 최고 출력을 원자로 설계 최대치인 935kW까지 수직 상승시킨 핵연료 다발 

출력 곡선을 사고 안전 해석 시 이용하며 이러한 출력 곡선을 극한 과출력 이력 (limiting 

overpower envelop)이라고 한다. 핵연료 노심관리 모사 결과에 의하면 원자로 내에 장전

되어 있는 핵연료 다발의 90%가 주어진 시간에서 정격 출력 곡선 내에 포함되는 출력과 

연소도를 가지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과출력 곡선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역시 그림 3.1.3에 

37봉 핵연료 다발의 극한 과출력 곡선 (limiting overpower envelop)을 나타내었다.  

• 연료봉 선출력 이력 도출 (Element Linear Power History)

단일 핵연료봉 각각의 선출력-연소도 (linear power-burnup)는 플루토늄 증식 첨두 

(Plutonium peak)에서 연료 다발의 상대적인 연료봉 출력과 연소도에 대한 변환 인자 

(relative power and burnup conversion ratios)를 이용하여 계산되어 진다. 표 3.1.3은 

37봉 핵연료 다발에 대한 상대적인 연료봉 출력과 연소도 변환 인자를 보여주고 있다. 

출력 변환 인자 (power conversion ratio or radial power factor)는 연소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값이다. 보통 전체 노심 내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계산하는 경우 연소

도에 따라 출력 변환 인자가 변하지만 플루토늄 첨두에서의 값을 전체 연소도 구간에 적

용한다. 이런 방법론을 택할 경우 외환봉 (outer element) 선출력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

산되고 중간봉 (intermediate element), 내환봉 (inner element), 중심봉 (center element)

의 선출력은 플루토늄 첨두 이외의 구간에 비해 적게 계산된다. 그러나 외환봉의 개수가 

37봉 다발의 경우 전체 37봉 중 18개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출력과 연소도 범위도 

다른 봉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핵연료 다발 전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의 50% 이상이 외

환봉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플루토늄 첨두 시점에서의 변환 인자를 이용하여 다발 출력으

로부터 각각 봉들의 선출력을 유도하는 방법론은 사고 해석 시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37봉 핵연료 다발의 극한 과출력 곡선 (limiting overpower envelop)으로부터 각 연

료봉에 대한 선출력-연소도 이력 (linear power-burnup history)을 계산한 결과를 표 

3.1.4에 나타내었고 이 결과를 그림 3.1.4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나) 안전해석 용 출력 이력

중수로 노심 내 단일 채널의 가상사고는 380개 채널 중 어느 채널에서도 그리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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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단일 채널 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는 주요 

목적은 사고가 발생한 채널에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을 예측하여 이후의 과도기간 사

고 해석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좀 더 타당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80개 채널 모두에 대해 각 가상 사고에 대한 안전 해석을 수

행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채널 조건 보다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극한 채널 

(limiting channel)을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우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채널을 선정하여 단일 채널의 가상 사고에 

대한 안전 해석을 수행하여 핵분열 생성물을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채널을 선정

하는 기준 등이 필요하며, 선정된 채널의 각 연료봉에 대한 성능해석 용 입력 자료가 생성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력 자료는 앞에서 도출한 각 연료봉의 극한 선출력-연소도 이력과 

선정된 극한 채널의 방출시점 조건으로부터 계산되어진다.

• 안전 해석 위한 극한 채널 선정 (Limiting Channel Selection)  

노물리 해석을 통해 중수로 운전 중 발생하는 최대 채널 출력 또는 최대 다발 출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 중의 실제 출력이 노물리 해석으로 구한 출력 예측치를 초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채널과 다발 출력에 

대한 운전 한계치를 설정하여 실제 중수로 운전 시 적용한다. 가동 중인 중수로 노심의 채

널과 다발은 출력의 최대 운전 한계치 (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 LCO)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때 출력 최대 운전 한계치는 채널의 경우 7.3MW 그리고 다발의 경우 

935kW이다. 

단일채널의 가상사고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 예측을 위해, 채널출력이 최대 한계치인 

7.3MW로 운전되고 있는 극한 채널을 가정하며, 이 극한 채널 내의 2개 다발 출력이 다발 

출력 최대 한계치인 935kW라고 가정한다. 이때, 가정한 극한 채널의 축 방향 출력 분포, 

즉 각 다발별 출력 분포는 중수로 노심에서 비교적 고출력으로 운전되는 O6 채널의 축 방

향 분포를 따르며 채널 내의 중심 위치 다발인 6, 7번 다발이 최대 다발 출력 한계치인 

935kW라고 가정한다. 가상사고 해석을 위해 가정된 이러한 극한 채널을 O6_mod 채널이

라고 부른다. 

이런 방법으로 가정된 O6_mod 채널의 각 다발 축방향 출력 분포는 표 3.1.5와 같다. 

그리고 각각의 다발 출력에 대해 표 3.1.3의 출력 변환 인자를 이용하여 구한 외환봉 선출

력 결과도 표 3.1.5에 정리하 다.

연료 다발 또는 연료봉의 연소도는 핵분열 생성물과 핵연료 온도 등에 직접적인 향

을 미친다. 장수명 핵종 (long lived isotope)의 최대 재고량 (inventory)은 연소도가 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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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커지기 때문에 핵연료 교체 시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단수명 핵종 (short lived 

isotope)은 출력에 의존하므로 최대 출력 시점에서 최대 재고량이 된다. 

극한 채널 O6_mod의 연소도 분포는 노심 내 모든 채널에 대해 핵연료 교체 시점의 

연소도를 구하고 이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표 3.1.6은 O6_mod 극한 채널 내 각 다발에 대

하여 결정된 연소도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단일 채널 가상 사고에 대한 사고해석을 수행할 경우, 표 3.1.5와 표 3.1.6

에 나타낸 다발 출력과 다발 연소도를 갖는 O6_mod 극한 채널로 가정하여 모든 안전해석

을 수행하도록 한다.

• 극한 채널 내 연료봉 선출력 이력 도출 

핵분열 생성물 계산을 위해서는 각각 연료봉에 대한 선출력 이력이 필요하며, 이들 값

은 앞에서 구한 각 연료봉의 선출력 이력과 O6_mod 극한 채널 각 다발의 출력, 연소도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표 3.1.7은 O6_mod 채널 내 12개 다발에 대해 연료 교체 시점 (refueling time) 에서

의 다발 출력 (표 3.1.5)과 다발 연소도 (표 3.1.6)로부터 출력 변환 인자와 연소도 변환인

자 (표 3.1.3)를 이용하여 각각 연료봉에 대해 계산한 선출력-연소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연료 교체 시점에서 계산된 이러한 연료봉의 선출력-연소도 값으로부터 핵분열 생성물 평

가 등에 이용되는 각 연료봉의 선출력-연소도 이력이 결정된다. 연료 교체 시점에서의 

O6_mod 채널 내 연료봉 선출력 값과 동일한 연소도에서의 극한 선출력 값을 비교하여 만

약 O6_mod 채널 내 연료봉 선출력 값이 극한 선출력 값보다 크면 이 연료봉은 해당 연소

도까지 극한 선출력 이력을 따라 연소되었다고 가정한다. 만약 극한 선출력 값보다 작다면 

해당 선출력 차이만큼을 교체시점까지의 전체 연소도 범위에 대해 감소시켜 선출력 이력

을 구한다. 즉, 극한 선출력과 평행한 이력을 갖지만 크기만 교체시점에서의 선출력 차이

만큼 줄어드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림 3.1.5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O6_mod 채널 내 12 다발의 각 연료봉에 대해 선출력 이력을 구하

고 그중 1번과 2번 다발에 대한 결과를 표 3.1.8과 표 3.1.9에 나타내었다. 특이한 사항은 

연료 교체 시점에서 출력값을 5% 상승시켜 상승된 출력으로 15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선출력 이력을 구하 는데, 이는 사고와 함께 채널 내 냉각재의 기포화에 의한 출력 상승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3) 정상상태 핵연료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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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상상태 핵연료 분석 코드 : ELESTRES 　

  ELESTRES　코드는 정상 운전 조건 (normal operating condition)에서 중수로 핵

연료의 성능을 분석하는 코드이다. ELESTRES 코드는 1차원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소

결체의 온도분포를 계산하며, 이 결과와 미세구조 모델(microstructure model)을 이용하

여 핵분열 생성물을 계산하고, 2차원 축대칭 (axisymmetric) 유한요소 방법을 이용하여 

소결체와 피복재의 응력과 변형률을 계산한다. 한편 ELESTRES로부터 계산된 연료봉의 

정상상태 결과는 ELOCA, BEAM, FEAT, INTEGRITY 등의 다른 코드의 입력자료 또

는 초기조건으로 활용되어 정상상태 이후 계속되는 사고 조건에서 핵연료봉의 거동을 예

측할 수 있도록 한다. ELESTRES 코드의 자세한 계산 모델과 입, 출력 변수들은 참고문

헌 [1]에 기술되어 있으며, 각 계산 모델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열적 계산 모델

열중성자에 의한 이산화 우라늄 (UO2) 소결체의 분열로 인해 열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는 소결체 외부로 전도되어 소결체-피복재 간극 (fuel-sheath gap)과 피복재를 거

쳐 냉각수 (coolant)에 전달된다. 이러한 열에너지 이동과 온도 분포를 해석하기 위해 소

결체와 피복재의 온도장이 1차원 유한차분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 된다. 이 모델 방법은 

문제를 간단화하며 소결체 내에서 연료봉의 축 방향으로는 중성자속 (neutron flux)의 변

화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의 현상을 적절히 반 할 수 있다. 소결체 내의 열전도

는 다음과 같은 지배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진다.

d
dr
(k
dT
dr
)+h=0

이때, k는 열전도도, r은 반경방향 좌표, T는 온도, 그리고 h는 단위체적당 열 생성률 

(heat generation rate per unit volume)이다. 

이외에도 소결체와 피복재의 열적 성질과 관계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모델링되어 해석

에 고려된다. 즉, 소결체-피복재 사이의 열전달 (고체-고체 전도, 기체 대류, 열복사 포함), 

온도에 따른 고 화 (densification), UO2 소결체의 열전도도, 온도에 따른 결정립 성장, 

중성자속 감쇠 (neutron flux depression), 연소도와 미세구조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 소

결체-피복재 간극의 동위원소 분포 등이다.

• 변형 계산 모델

조사 중인 연료 소결체는 열팽창 (thermal expansion), 고 화 (densification),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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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ing), 냉각수에 의한 외력, 인접 소결체 또는 피복재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변형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소결체와 피복재 각각에 대해 모델링하여 변형을 해석한다.

우선 소결체의 평형에 대해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소결체는 중앙 축에 대해 축대칭 

(axisymmetric)으로 가정하며, 축방향으로도 중앙 면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전체 소결체의 1/4 만 모델링하여 소결체의 응력과 변형 계산에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F} e= [K] e {δ} e+ {F} eσ 0+ {F}
eε 0

이때, {F} e는 각  요소 절점의 하중,   [K] e 는 변형량과 절점하중을 연결하는 각 요소의 

강성 행렬 (stiffness matrix), {F} eσ 0는 초기 변형률 ε0에 의한 절점 하중, {F} 
eε 0는 초

기 응력 σ0에 의한 절점 하중이다. 

소결체 변형은 현재 주어진 연소도와 출력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변하는 온도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변형과 고 화나 부품 크립 

(creep) 등에 의해 향 받는 시간 의존적 변형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수렴 해를 구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결체 변형에 대한 2차원 유한요소해석은 열적인 탄-소성 크립 변

형 (elastic-plastic creep strain), 소결체 크랙, 소결체-소결체 및 소결체-피복재 상호작

용, 시간에 따른 UO2 항복강도의 급격한 저하 등의 향도 아울러 고려한다.   

한편 피복재의 평형은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소결체를 순간적으로 강체 (rigid body)

로 가정한 상태에서 피복재와 소결체 사이의 접촉 압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복재에 

대한 평형방정식을 세우고 독립적인 1차원 계산을 수행한다.

2t sσ h = (P g +P i-P cl)⋅D

이때, t s는 피복재 두께,  σ h는 피복재 원주방향 응력 (sheath hoop stress),  Pg는 내부 

기체 압력, Pi는 소결체-피복재 접촉 압력, Pcl은 냉각수 압력, D는 피복재 내경이다. 내부 

기체 압력 Pg는 초기 충전 기체 압력과 핵분열 생성물 체적 그리고 기체를 저장하는 기공 

(voidage)으로부터 계산되어지며, 만약 소결체와 피복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면 소결

체-피복재 접촉 압력 Pi는 0이 되고 이때의 피복재 변형률은 피복재의 원주방향 응력으로

부터 계산 할 수 있다.

(나) 정상운전 조건에서 극한채널의 핵분열 생성물 계산 방법론　

일반적으로 사고 안전 해석을 위한 중수로 핵연료 다발의 핵분열 생성물에 관한 계산

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연료봉의 정상 상태 핵분열생성물 재고량 계산 : 채널 내 정상 운전 조건에서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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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봉의 성능 분석용으로 개발된 ELESTRES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평가함. 

► 즉발 방출량 (prompt release) 계산 : 사고 순간 핵연료 파손으로 인해 핵연료 내의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이 즉발 방출됨.

► 지발 방출량 (delay release) 계산 : 사고 후 핵연료 온도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방

사선 핵종의 누출 분율을 평가하고 재고량에 누출 분율을 곱하여 각 동위원소의 지

발 방출 (delay release) 결정.

첫 번째, 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핵연료 출력과 연소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 핵분열 생성물은 UO2 소결체 기지 내에서 발생하지만, 이 생성물은 열 

또는 조사 확산 과정에 의해 이동한다. 이는 핵연료 소결체의 결정립 내 핵분열 생성물을 

재분배시키며 일부를 입계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입계의 핵분열 생성물은 핵연료 소결체 

내의 균열 부위, 또는 UO2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관사이의 간극 (gap)으로도 이동한다. 사

고 진행 동안 핵분열 생성물이 얼마나 쉽게 핵연료봉으로 부터 누출되는가는 핵분열 생성

물이 간극, UO2 입계, UO2 결정립 등 핵연료봉 내의 어느 곳에 존재 하는가에 따라 달라

진다. 

두 번째, 사고 시점에서 핵연료 파손으로 인해 방출되는 즉각 방출량은 핵연료봉 내의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이 모두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실제의 경우 핵연료 피복

관 파손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간극 재고량이 방출되지는 않지만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모든 간극 재고량이 사고 순간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사고 후 계속적으로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지발 방출 (delay release)은 입

자 내에서 밖으로의 핵분열 생성물 확산, 소결체의 산화 (oxidation) 또는 소결체와 피복

관 사이의 상호 작용 (interaction between pellet and the Zircaloy sheath)에 의해 이루

어진다. 사고마다 시나리오가 다르고 그에 따른 과도기간의 핵연료 거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후 지발 방출량을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가상 사고인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사고 후 핵연료 온도 또는 산화 정도에 근거하여 방사선 핵종의 누출 분율 

(fraction of release)을 계산하고 소결체 내에 남아있는 재고량에 누출 분율을 곱하여 각 

동위원소의 지발 방출 (delay release)을 결정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는 핵분열 생성물 평가와 관련된 위의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정상 상

태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계산에 대한 방법론과 입력자료 생산, 그리고 평가 결과 등에 관

하여 간단히 기술하 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7]에 기술되어 있다. 

평가 대상 핵연료는 37봉 핵연료 다발이며 앞에서 이미 생산한 안전 해석용 기본 자료

를 이용하여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계산하 다. 계산된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결과는 단

일 채널 사고 시 보수적인 안전 해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정된 극한 출력 채널 

(O6_mod channel)에 대한 결과이다. 즉, O6_mod 채널 내 12 다발 각각에 대하여 외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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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봉, 내환봉, 중심봉에 대한 입력 자료가 필요하므로 총 48개의 입력 자료가 작성되었

고, 이를 이용한 재고량 결과는 가상사고 (postulated accident) 이후 과도기간 중에 발생

하는 지발 방출 계산 시 기본 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다) 극한채널의 핵분열 생성물 계산 결과

• 동위원소의 다발 내 재고량 결과

O6_mod 극한 채널의 각 다발에서 생성된 30종의 동위원소에 대한 재고량 결과를 표 

3.1.10∼표 3.1.13에 정리하 다. 표 3.1.10은 각 다발에 생성된 전체 재고량 (total 

inventory) 결과를 나타내며, 표 3.1.11은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 표 3.1.12는 입계 

재고량 (gap boundary inventory), 그리고 표 3.1.13은 결정립 재고량 (grain boundary 

inventory)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각 연료봉 별 재고량 분포 결과

외환봉 (outer element), 중간봉 (intermediate element), 내환봉 (inner element), 중

심봉 (center element) 각각에 대하여 O6_mod 극한 채널의 각 다발에서 생성된 동위원소

에 대한 총 재고량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외환봉에서의 출력과 연소도가 제일 높고 다

발의 중심 쪽으로 이동할수록 열중성자 감속으로 인해 출력이 감소하므로 생성되는 동위

원소의 재고량도 외환봉에서 가장 크고 중간봉, 내환봉, 중심봉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줄어

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단일 채널 가상사고 후 핵연료 거동 해석

(가) 사고 후 핵연료의 열-기계적 거동 분석 코드 : ELOCA

ELOCA 코드는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large break LOCA) 등과 같은 고온 천이 기

간 (high temperature transient) 동안 CANDU 핵연료의 열 및 기계적 거동과 핵분열 생

성물 방출 (fission product release)을 모사하는 코드이다.

ELOCA 코드를 이용한 해석을 통하여 핵연료의 다음과 같은 열 및 기계적 특성들과 

핵분열 생성물에 관련된 사항들이 계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2]에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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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sion, contraction, cracking, and melting of the fuel

‣ Variations in the element internal gas pressure

‣ Changes in the fuel/sheath heat transfer

‣ Deformations if the sheath, Zr/H2O chemical reaction

‣ Beryllium-assisted cracking of the sheath

‣ Fission product formation by fission and decay of precursors : loss by 

decay and neutron capture

‣ Grain growth

‣ Fission product diffusion

‣ Grain boundary sweeping of fission products

‣ Fission product release by bubble growth and grain face separation 

‣ Fission product swelling.

특히, Mk6 version에서는 이전 버전에서는 수행할 수 없었던 피복재 파손 

(sheath failure) 이후의 연료봉 거동 (post-failure phenomena)도 분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추가되었다.

‣ Element depressurization upon sheath failure

‣ Changes in gap conditions due to steam ingress

‣ Fission product transport along the fuel to sheath gap and release to 

the coolant at the failure location

‣ Behavior of a pre-defected element under LOCA conditions

ELOCA 코드 내에서는 천이구간이 작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지고, 각 시간간

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이 수행되어 진다.

∙ 소결체와 피복재의 온도 계산

∙ 소결체와 피복재의 반경 방향 및 축방향으로의 열팽창 계산

∙ 피복재 응력 계산 ➡ thin tube theory 이용

∙ 온도, 응력, 미세구조에 따른 크립 변형 계산 ➡ Sills-Holt 모델이 이용되

며, 소결체의 미세구조도 매 스텝에서 다시 계산

∙ Beryllium-assisted cracking에 의한 피복재의 파손 확률 예측

∙ 피복재 산화 계산

∙ 기공률 계산하고 내부 기체 압력 계산 

(나) ELOCA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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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CA Mk6 Mod.0 코드를 이용하여 몇 가지 경우에 대한 입력 자료를 작성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우선 MK4S Mode를 이용하여 single segment와 multi segment로 모

델링한 경우에 대해 각각 해석을 수행하 고, MK6 Mode를 이용하여 single segment로 

모델링하고 천이구간동안 발생되는 핵분열 생성물도 계산하여 보았다.

• Case 1 : MK4S Mode - Single Segment

MK4S Mode 조건에서 single segment로 모델링 된 연료봉에 대한 ELOCA 해석이 

수행되었다. 사고 시나리오는 80% 원자로 출구 모관 파단 사고 (80% ROH break)로 가

정하 고, ELESTRES 코드의 정상상태 분석으로부터 제공받은 ELDAT 파일이 사용되

었다.  

그림 3.1.6는 사고 기간 동안 계산된 소결체의 중심 온도와 평균 온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고 초기에 decay heat power의 증가로 잠시 온도가 증가하지만 이내 낮아지는 양

상을 보여준다. 피복재의 원주방향 소성 변형량 (plastic hoop strain)과 전체 변형량 

(total hoop strain) 결과를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형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피복재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

다

• Case 2 : MK4S Mode - Multi Segment

MK4S Mode 조건에서 multi segment로 모델링 된 연료봉에 대한 ELOCA 해석이 

수행되었다. Multi segment 조건에서는 연료봉을 축방향으로 20개의 segment로 구분하

여 해석을 수행하며, 이는 축방향으로의 냉각수와 출력 조건의 변화, 그리고 피복관 재료

의 물성치 변화의 향을 반 하여 좀 더 실제 조건에 맞는 해석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그림 3.1.8과 그림 3.1.9는 20개의 segment로 나누어진 각각의 구간에서 계산된 연료 

중심 온도와 피복관의 원주방향 소성 변형량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800초 부근에서 과

도한 변형으로 인해 Seg. 3에서 피복관의 파손이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연

료봉의 압력 강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료봉을 20개의 segment로 나누어 각각의 

segment에 대한 coolant history와 power history를 입력으로 주어야 하고, 또한 각각의 

구간에 대한 계산 결과가 출력파일에 기록되므로 용량이 매우 커진다. 

• Case 3 : MK6 Mode - Single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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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segment로 모델링된 MK6 해석모드의 ELOCA 해석이 수행되었다. 이용된 

ELDAT 파일은 Case 2에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며, MK6 해석모드에서는 single 

segment로 모델링 하지만 천이구간 동안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량이 계산된다. 

그림 3.1.10에는 coolant 압력과 정규화된 power history data를 나타내었다. t=900 

set 부근에서 급격하게 압력과 power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때가 사고 

천이구간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t=900sec 부근에서 

power의 급감으로 인해 연료 온도도 급격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이후 decay heat와 

fission heat의 향으로 온도가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피복재는 그림 3.1.1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t=1900sec 부근에서 과도한 변형으로 인해 파손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림 3.1.13은 천이구간 동안 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간극 (gap)으로 누출되는 Gap 

Inventory 비율 (%)을 stable gas와 Xe
138
의 경우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피복재의 파손 

이전까지는 연료봉 안에 핵분열 생성물이 모여 있지만 피복재가 파손되는 순간부터 누출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Gap Inventory를 질량관점에서 나타낸 그림 

3.1.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LOCA 사고 시 노심 내 간극 재고량 평가

안전해석에서는 LOCA 사고 등이 발생하여 연료봉이 파손되면 연료봉 내부에 생성되

어 있던 핵분열 생성물 중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이 즉시 모두 방출된다고 보수적

인 가정을 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전체 노심 (full core)  또는 LOCA　사고가 향을 

미치는 1/4 노심 (quarter core) 내의 총 핵분열 생성물 발생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심 

내에서 연소중인 모든 핵연료다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소중인 핵연료봉의 모든 출력과 연소도 범위에 대해 미리 구간을 나누어 그룹별로 

look-up table을 작성하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 핵분열 생성물을 미리 계산하여 놓는다. 그

리고 모든 연료봉을 LOCA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서의 출력과 연소도에 따라 미리 구분한 

각 그룹으로 분류하여 해당 그룹에 대한 핵분열 생성물 결과를 모든 연료봉에 대해 합산

하여 전체 노심 또는 1/4 노심 내의 결과를 구한다. COREFPR 코드는 이런 방법론을 이

용하여 LOCA 등과 같은 사고 시에 전체 노심의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하는 코드이며, 자

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3]에 기술되어 있다.

(가) 연료봉 한 개의 간극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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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내에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 양은 연료봉의 출력 (power)과 연소도 (burnup)

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연료봉 출력과 연소도는 연료봉이 다발 내에서 속하는 링의 위치 

(즉, 외환봉, 중간봉, 내환봉, 중심봉 중 어느 봉에 속하는가의 여부), 연료다발의 채널 내 

위치 (즉, 채널 내의 12개 연료 다발 중에서 의 위치), 그리고 노심 내에서 연료봉이 속하

는 채널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노심 내에서 연소된 기간에 따라서도 변하게 된

다. 그러므로 각각의 연료봉은 서로 다른 핵분열 생성물 분포와 재고량을 갖게 되며 그 양

도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된다. 

CANDU-6 평형노심 (equilibrium core)에서 연료봉의 선출력-연소도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ELESTRES 코드를 이용한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과 분포의 계산은 

10MWh/kgU - 240MWh/kgU의 연소도 범위에서 10MWh/kgU 간격마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각의 연소도 범위에 대해서 출력도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 대해 

ELESTRES 해석이 수행되어진다. 즉, 고려되는 출력 범위는 5kW/m - 61kW/m 이며, 

40kW/m 이하의 출력에서는 매 5kW/m 간격마다, 그리고 40kW/m - 61kW/m 구간에서

는 매 1kW/m 마다 해석이 수행된다. 이러한 출력과 연소도 범위는 노물리 해석으로부터 

구해지는 실제 각 연료봉의 모든 출력-연소도 결과를 포함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출력과 

연소도 구간에서 미리 핵분열 생성물을 계산하 으므로 향후 사고순간의 연료봉 실제 출

력과 연소도만 알면 쉽게 핵분열 생성물 양을 결정 할 수 있다.     

출력과 연소도 각 구간에 대해 ELESTRES 해석으로부터 구한 각 동위원소의 재고량 

결과는 “COREFPRINFINV”라는 파일에 기록되어 진다. 따라서 각 동위원소의 생성량과 

간극 재고량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COREFPRINFINV" 파일은 LOCA 등의 사고가 발

생한 그 순간에서 노심 내의 전체 핵분열 생성물과 전체 간극 재고량을 계산할 때 꼭 필요

한 입력 자료로 이용된다.

(나) 노심 내 총 재고량

LOCA 등의 사고 발생 후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사고가 발생

한 시점에서의 노심 내 연료봉의 출력과 연소도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CANDU-6 

원자로심은 가동기간에 따라 초기 노심 (initial core), 평형 상태로의 천이 노심 

(transition to equilibrium core), 그리고 평형 노심  (equilibrium core) 상태로 분류되며 

이때, 서로 다른 노심 상태는 전출력 일수 (FPDs, Full Power Days)에 의해 구분되어진

다.

CANDU-6 노심 내 모든 연료 다발의 출력과 연소도는 노물리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다. 이러한 노심의 출력/연소도 분포는 초기 노심 (initial core)에서 평형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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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um core)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에 걸쳐 계산되어진다. 각각의 노물리 해석을 통

해서 두 개의 결과 파일이 생성되어지는데, 하나는 연료 다발의 출력 (총 4560 data = 12 

다발 x 380 채널)이 저장되고, 다른 하나는 연료 다발의 연소도가 기록되어진다. 

주어진 연료 다발의 출력과 연소도에 대해서 COREFPR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산

을 수행한다. 

① 외환봉 (outer element), 중간봉(intermediate element), 내환봉 (inner element), 

그리고 중심봉 (center element)의 선출력-연소도를 계산한다.

② 계산된 각 연료봉의 출력-연소도 자료를 이용하여 앞서 분류한 출력-연소도의 적

당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포함하는 연료봉의 개수를 계속 합산한다. 이러

한 과정을 노심 내의 모든 핵연료다발에 대해 수행한다. 

③ ELESTRES 해석을 통하여 모든 출력-연소도 그룹에 대해 동위원소들의 재고량을 

계산하여 기록한 “COREFPRINFINV" 파일을 검색하여 각 그룹으로 분류된 연료

봉 개수와 동위원소의 재고량을 곱하여 총 재고량을 계산한다. 

(6) 사고 후 핵연료 파편의 핵분열 생성물 누출 평가

핵연료채널에서 종단이음관이 완전 파손 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채널로부터 모

든 핵연료다발이 고압의 냉각재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방출된다. 이는 냉각재계통으로부터

의 냉각재 방출을 수반하며, 방출된 핵연료다발은 격실에 부딪히며 파손된다. 이때 일부 

핵연료봉은 봉단접합판으로부터 분리되고 핵연료 피복관이 손상되어 핵연료 소결체는 여

러 조각으로 부서지어 파편화 되며, 일차냉각재는 고속분사 형태로 파단을 통해 누출되어 

격실 대기에 심한 난류조건을 일으킨다. 파편화 된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 중, 소결체-피

복관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과 소결체 결정립 표면에 존재하고 있던 핵분열 기체 

생성물은 격실 대기로 즉각적으로 방출된다. 이와 같이 사고즉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

의 방출을 즉발 방출 (prompt release)이라고 한다. 한편, 핵연료 피복관이 파손된 이후의 

사고 과도기간 중 핵연료의 초기 파손 정도, 핵연료의 가열정도 및 UO2의 산화율 등에 따

라 소결체 결정립의 분쇄 혹은 분말화 등으로 인해 소결체 결정립 내부에 존재하던 핵분

열 생성물이 천천히 누출되는데 이것을 핵분열 생성물의 지발 방출 (delay release)이라고 

한다.

따라서 핵연료 파손 시 누출되는 즉발 방출량 (prompt release)은 사고 순간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 간극에 있던  핵분열 생성물이므로 정상상태 성능해석 코드인 ELESTRES 

해석에 의해 사고의 초기조건으로 제공되어 지며, 사고 이후의 핵분열 생성물 지발 방출량

은 핵연료 파편의 온도와 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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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OU 코드는 부서진 소결체 파편으로부터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지발 방출량

을 계산하는 코드로 사고 이후 천이 기간 동안 소결체 파편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고 소결

체의 산화 정도에 따른 I-131 누출 분율을 계산하여 소결체 내부 결정에 구속 되어 있던 

I-131의 방출량을 예측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4]에 정리되어 있다.

(가) 파편으로부터의 누출량 평가 방법론

핵연료 다발이 사고에 의하여 채널로부터 냉각재와 함께 격실 (fuelling machine 

vault)로 방출될 경우, 격실내로 고속분사 된 냉각재에 의해 격실은 습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핵연료 파편으로부터의 열손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고속의 

냉각재 분출은 격실 내에 심한 난류조건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냉각재의 미세 수분입자

는 흩어져있는 핵연료 파편의 표면에 모이게 되어 핵연료 파편으로부터 대기 또는 냉각재

로의 열전달을 방해하게 된다(nucleate boiling). 이러한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핵연료 

파편으로부터의 열전달 량을 정량화하여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고 후에 핵연료 파편의 온도 변화와 핵분열생성물 누출량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고 후 핵연료 거동에 관한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다.

• 사고개시 시점에서 원자로는 전출력 (full power) 상태로 운전된다고 가정.

• 한 핵연료채널에서 종단이음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채널내의 모든 핵연료다발은 

즉시 방출.

• 방출 후 핵연료다발이 격실 바닥이나 벽에 충돌하면 핵연료다발은 각각의 핵연료

봉으로 깨지고 핵연료봉으로부터 방출된 핵연료 소결체는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 

됨.

• 모든 핵연료봉의 피복관은 사고순간에 파단 되고, 핵분열생성물 소결체-피복관 틈

새 재고량 (gap inventory)은 핵연료봉으로부터 즉발 방출.

• 핵연료 파편의 온도계산과 핵분열생성물 누출량 계산의 편의를 위해 모든 핵연료 

파편은 구형이라고 가정. 

• 각각의 핵연료 파편 내에서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 즉, 파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파편 내의 온도구배는 없다고 간주. 또한 핵연료 파편의 초기온도는 사고 시점에서

의 평균 핵연료온도와 같다고 가정.

• 핵연료 파편의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열은 붕괴 출력 (decay power)에 의해 발생

하는 열에 비해 작기 때문에 무시.

• 핵연료 파편은 복사 (radiation)와 대류 (convection)에 의해 열을 잃는다고 가정.

• 핵연료 파편은 바닥으로의 전도 (conduction)에 의해서는 열손실이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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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핵비등 (nucleate boiling)에 의해 일부 파편은 격실 바닥에 고여 있는 냉각

수로 열을 잃을 수 있지만, 편의상 냉각수로의 열손실은 없다고 가정.

• 격실내의 공기 상태는 일정하다고 가정.

• UO2 산화에 필요한 산소는 무한하다고 가정.

사고 후 핵분열생성물의 누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수

행해야 하며, 이때, 핵연료 파편으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누출 분석은 다양한 크기의 파편 

크기에 대해 수행되어져야 한다. 

① 사고시점에서의 채널 내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과 핵연료봉내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계산 ➡ ELESTRES 코드 이용한 정상상태 해석 결과

② 사고 후 각각의 파편 크기에 따른 핵연료 파편의 온도 변화 계산 ➡ REDOU 코드 

이용 계산

③ 사고 후 각각의 파편 크기에 따른 핵연료 파편의 산화율과 핵분열 생성물 누출 거

동 계산 ➡ REDOU 코드 이용 계산

(나) REDOU 코드 이용한 I-131 방출 계산

• REDOU 코드 모델

핵연료 격납실 (fuelling machine vault)로 방출된 핵연료의 간극 재고량 (gap 

inventory)은 사고 순간 핵연료봉 피복관의 파손과 동시에 모두 방출되지만 (prompt 

release), 소결체 내부의 결정립 안에 구속되어 있던 핵분열 생성물은 확산 (diffusion)에 

의해 사고 이후 계속해서 지발방출 (delay release) 된다. 이때 지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

물은 소결체 파편의 크기와 온도 그리고 산화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REDOU 코드는 이러

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산을 하게 된다. 우선 첫 번째, 에너지 보

존 법칙 (energy conservation principle)을 이용하여 소결체 파편 (UO2 fragment)의 온

도를 계산하고, 두 번째, 공기 중에 노출된 소결체 파편의 산화정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마

지막으로 소결체 파편의 온도와 산화 정도에 근거해서 I
131
의 누출분율을 계산하고 계산된 

누출분율 값을 사고 개시 시점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에 곱해서 최종의 I
131
 누출량

을 계산하게 된다. 

한 채널 내에서 종단이음관 파단으로 인해 누출되는 총 핵분열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계산을 12개의 핵연료 다발 각각에 대하여 그리고 각 핵연료

다발의 모든 봉에 대해 각각 수행하여 그 결과들을 모두 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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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OU 코드 계산 결과

REDOU 코드의 결과 파일에는 입력 자료, 파편의 온도 변화, I
131
의 누출분율 (total 

fractional release of iodine), 산화되지 않은 UO2 소결체 반경 결과 등이 기록된다. 

그림 3.1.15는 사고 후 천이구간 동안 핵연료 파편 크기에 따른 온도변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파편 크기가 작을수록 전체 표면적이 증가하므로 온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1.16은 파편의 산화 분율 결과를 파편 크기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역시 파편 크기

가 작을수록 산화정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1.17은 파편 크기에 따라 계산된 I
131

의 누출상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파편 크기가 클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에 따

라 결정되는 누출상수 값도 크게 계산되었다. 그림 3.1.18은 산화정도와 누출상수로부터 

결정되는 I
131
의 누출분율 (fractional release)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 결론 및 활용

중수로 노심 내 단일 채널의 가상사고는 380개 채널 중 어느 채널에서도 그리고 운전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설계 채널 출력과 다발 출력을 갖는다고 가정

한 보수적인 극한 채널 (limiting channel)을 선정하여 안전해석을 위한 기본 입력 자료를 

생산하 다. 본 연구에서는 37봉 핵연료다발이 장전된 중수로 평형노심에 대한 기본 입력 

자료를 생산하 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CANFLEX 등과 같이 다른 중수로 핵연료에 대해

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작업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상용 중수로 원전에 이용되고 있는 37봉 핵연료 다발에 대해 극한 채널을 가정하여 정

상 운전 조건에서 조사 중에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결과를 계산하 다. 사고 안

전 해석에서 다루는 핵분열 생성물 평가와 관련된 계산은 일반적으로 사고 순간 까지 정

상상태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 계산, 사고 순간 피복관 파손과 함께 누출되는 즉발 

방출량 계산, 그리고 사고 후 과도 기간 중 누출되는 지발 방출량 계산 등의 3단계로 구분

된다. 이중 정상상태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은 ELESTRE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37봉 핵연료 다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계산 결과는 단일 채널 

가상사고 시 사고 후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 누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LOCA 등과 같이 노심에 향을 미치는 사고의 경우에도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계산에 

대해 유사한 해석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핵연료봉 피복관 파손을 초래하는 단일 채널 가상사고 이후 과도 기간 동안 핵연료봉

의 열 및 기계적 거동을 분석하는 ELOCA 코드에 대한 사용자 지침을 작성하고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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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모델과 실제 해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그리고 해석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

하 다. 이를 통해 ELOCA 코드의 적용성과 성능을 검증하 으며 향후 동일한 코드를 이

용하여 유사한 해석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용자에게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37봉 핵연료다발에 대하여 ELESTRES 코드와 COREFPR 코드를 이용하여 사

고 순간 1/4 노심으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간극 재고량을 계산하는 방법론과 실제 입

력자료 생성 과정과 해석 과정을 기술하 으며, REDOU 코드를 이용하여 사고로 부서진 

소결체 파편으로부터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지발 방출량을 계산하는 방법론과 실제 

해석 예를 설명하 다.

이와 같이 중수로 핵연료 사고해석 코드에 대한 사용자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동

일 코드를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수로 핵연료의 정상상태 조사 기간

부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까지 핵연료의 거동과 파손여부를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정립하 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해석과정을 연계하면 초보자라도 정해진 절

차에 따라 용이하게 사고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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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Computer Codes for Fission Gas Release Calculation 

ELESTRES COREFPR REDOU
목 적 NOC에서 연료거동 

및 성능 분석
사고 동안 노심의 
간극재고량 계산

연료 산화에 의한 
FGR 계산

방 법 ∙1-D Temp. using FDM
∙2-D Deform. using FEM 

∙FG 체적, 소결체 온도에 따른 
간극재고량 계산
∙피복재 변형 기준에 따른 계
산

∙소결체 파편의 온도 계산
∙UO2 산화분율 계산
∙I-131 방출량 계산 

입 력
∙재료 물성 (소결체, 피복재)
∙모델링 및 제어 변수
∙냉각수 및 열전달 데이터
∙연료봉 선출력-연소도 이력

∙from 노심 계산
  - 각 다발 출력
    (COREFPRINAPOW)
  - 각 다발 연소도 
    (COREFPRINBURN) 
∙from ELESTRES 계산
  - 연료 평균 및 중심 온도
    (COREFPRINGASV) 
  - 23 동위원소 재고량 
    (COREFPRINFINV)

∙제어 변수
∙사고 순간 선출력
∙파편크기, 열전달 데이터
∙Power Transient Data

출 력
∙온도 (소결체, 피복재 등)
∙핵분열생성물 체적, 압력 등
∙소결체, 피복재 변형률, 응력
∙피복재 파손 확률□□ 다른 코드에 입력 제공
   ELOCA(ELDAT), FEAST,
   COREFPR, INTEGRITY 등  

∙Estimates the amount of gap 
inventory released from 
quarter core during large 
break LOCA

∙시간에 따른 파편 온도
∙소결체 산화 분율 
∙I-131 방출분율
∙I-131 방출량

표 3.1.2 Computer Codes for Fuel Element and Fuel Channel 

Deformation

ELOCA HOTSPOT CONTACT-1 PTDFORM
목 적 연료 열-기계적 

거동 분석 

균일 변형에 의한 
PT/CT 접촉 및 CT 
Dryout 평가

균일 변형에 의한 
PT/CT 접촉 후 채널 
건전성 확인 

PT/CT 접촉 전 PT의 
불균일 변형거동 분석

방 법
∙소결체, 피복재온도 계산
∙소결체, 피복재 열변형
∙피복재 응력, 크립 향
∙피복재 파손 여부

∙2D FD 열전도 모델 
∙PT, CT 온도, 변형  
∙PT/CT 접촉 온도
∙접촉 후 CT Dryout 

∙접촉 전 계산 
∙접촉 후 계산 
∙No CT Dryout -
  건전함

∙파편온도 계산
∙UO2 산화율 계산
∙I-131 방출량 계산 

입 력
∙from CATHENA
 - 열수력 경계조건
∙from 노심 계산
 - 출력 & Decay Heat
∙from ELESTRES
 - 초기조건 : ELDAT

∙hotspot.HIN
∙hotspot.DAT 
  : 열수력자료

∙from CATHENA
 - PT　 온도, 냉각수 
압력

∙PT Heat Flux 
∙감속재 Data (온도, 
포화온도, 열전달계
수)

∙from CATHENA
 - PT 온도 분포
∙냉각재 자료

출 력
∙소결체, 피복재 온도
∙내부 기체 압력
∙피복재 변형
∙핵분열 생성물
∙연료봉 건전성 평가

∙소결체, 피복재 온도 
∙열복사 및 열전달
∙PT & CT 온도
∙PT 반경방향 변형량
∙PT/CT 접촉 시점 
∙접촉 후 CT Dryout

∙PT & CT의 균일 변
형 (PT/CT 접촉 전/
후)

∙접촉 시점 및 온도

∙시간에 따른 압력관
의 Max. Strain 
Profile
∙압력관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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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Linear Power - Burnup History for Each Ring of 

37-element Fuel Bundle from the Limiting Overpower History

Outer Elements Intermediate 
Elements Inner Elements Centre Element

Burnup 
(MWh/kgU)

Power 
(kW/m)

Burnup 
(MWh/kgU)

Power 
(kW/m)

Burnup 
(MWh/kgU)

Power 
(kW/m)

Burnup 
(MWh/kgU)

Power 
(kW/m)

10.0 57.80 8.2 47.05 7.3 41.14 6.9 38.91
20.0 58.30 16.4 47.45 14.5 41.50 13.8 39.24
30.0 58.70 24.7 47.78 21.8 41.79 20.7 39.51
40.0 59.20 32.9 48.19 29.0 42.14 27.6 39.85
50.0 59.30 41.1 48.27 36.3 42.21 34.5 39.92
60.0 59.30 49.3 48.27 43.6 42.21 41.3 39.92
70.0 59.20 57.5 48.19 50.8 42.14 48.2 39.85
80.0 58.90 65.8 47.94 58.1 41.93 55.1 39.65
90.0 58.50 74.0 47.62 65.3 41.64 62.0 39.38

100.0 58.00 82.2 47.21 72.6 41.29 68.9 39.04
110.0 57.50 90.4 46.80 79.9 40.93 75.8 38.70
120.0 57.00 98.6 46.40 87.1 40.58 82.7 38.37
130.0 56.40 106.9 45.91 94.4 40.15 89.6 37.96
140.0 55.90 115.1 45.50 101.6 39.79 96.5 37.63
150.0 55.30 123.3 45.01 108.9 39.37 103.4 37.22
160.0 54.80 131.5 44.61 116.2 39.01 110.3 36.89
170.0 54.20 139.7 44.12 123.4 38.58 117.2 36.48
180.0 53.60 148.0 43.63 130.7 38.16 124.0 36.08
190.0 52.90 156.2 43.06 138.0 37.66 130.9 35.61
200.0 52.40 164.4 42.65 145.2 37.30 137.8 35.27
210.0 51.80 172.6 42.16 152.5 36.87 144.7 34.87
220.0 51.20 180.8 41.68 159.7 36.45 151.6 34.46
230.0 50.60 189.1 41.19 167.0 36.02 158.5 34.06
240.0 50.20 197.3 40.86 174.3 35.73 165.4 33.79
250.0 49.80 205.5 40.54 181.5 35.45 172.3 33.52
260.0 49.40 213.7 40.21 188.8 35.17 179.2 33.25

표 3.1.3 Bundle Power and Burnup Conversion Ratios at 

Plutonium Peak

37 Element Bundle Element Power
(at Plutonium Peak) Element Burnup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131
0.9206
0.8051
0.7613

1.124
0.9239
0.8161
0.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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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Bundle Power Distribution in the Limiting 

O6_mod Channel

A xial B undle 

Position

B undle A xial Pow er D istribution C orresponding O uter 

E lem ent L inear Pow er 

(kW /m )

R atios of each bundle 
pow er

B undle Pow er (kW )

1 0.0153 111.7 7.09
2 0.0556 406.1 25.8
3 0.0849 619.7 39.3
4 0.1043 761.4 48.3
5 0.1197 874.0 55.5
6 0.1281 935.0 59.3
7 0.1281 935.0 59.3
8 0.1200 875.6 55.6
9 0.1020 744.9 47.3

10 0.0791 577.5 36.6
11 0.0498 363.8 23.1
12 0.0131 95.3 6.05

Total 1.0 7300
T otal C hannel 

Pow er (M W )
7.3

표 3.1.6 Bundle Burnup at the Time of Refueling in the 

Limiting O6-mod Channel

Axial Bundle 
Position

Bundle Axial Burnup

Channel Average bundle burnup
(MWh/kgU)

1 M11 43.8
2 M11 102.4
3 M9 139.8
4 M15 161.5
5 J17 175.6
6 J6 188.5
7 J6 188.5
8 J6 175.6
9 M14 198.6

10 M12 229.9
11 M11 230.0
12 M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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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Power and Burnup Data for 12 Bundles and Their 

Elements of O6_mod Channel at the Time of the Refueling (or 

Discharge)

37-element Bundle 37-element Bundle 
Burnup

(MWh/kgU)

Power
(kW or KW/m)

Burnup
(MWh/kgU)

Power 
(kW or KW/m)

Bundle 1 43.80 111.7 Bundle 7 188.50 935.0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49.23
40.47
35.75
33.93

7.09
5.78
5.05
4.77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211.88
174.16
153.83
146.01

59.33
48.29
42.24
39.94

Bundle 2 102.40 406.1 Bundle 8 175.60 875.6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15.10
94.61
83.57
79.32

25.77
20.98
18.34
17.35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97.38
162.24
143.31
136.02

55.56
45.23
39.55
37.40

Bundle 3 139.80 619.7 Bundle 9 198.60 744.9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57.14
129.16
114.09
108.29

39.32
32.01
27.99
26.47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223.23
183.49
162.08
153.84

47.27
38.48
33.65
31.82

Bundle 4 161.50 761.4 Bundle 10 229.90 577.5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81.53
149.21
131.80
125.10

48.32
39.33
34.39
32.52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258.41
212.40
187.62
178.08

36.65
29.83
26.09
24.67

Bundle 5 175.60 874.0 Bundle 11 230.00 383.8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197.38
162.24
143.31
136.02

55.46
45.14
39.48
37.33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258.52
212.50
187.70
178.16

24.35
19.82
17.34
16.39

Bundle 6 188.50 935.0 Bundle 12 198.60 95.3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211.88
174.16
153.83
146.01

59.33
48.29
42.24
39.94

Outer
Intermediate

Inner
Centre

223.23
183.49
162.08
153.84

6.05
4.92
4.30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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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Element Power Histories for Bundle 1 for O6_mod Limiting 

Channel

BUNDLE 1
Outer Bu Outer Po Inter Bu Inter Po Inner Bu Inner Po Centre Bu Centre Po

10.00 5.59 8.22 4.55 7.26 3.98 6.89 3.77

20.00 6.09 16.44 4.96 14.52 4.34 13.78 4.10

30.00 6.49 24.66 5.29 21.78 4.62 20.67 4.37

40.00 6.99 32.88 5.69 29.04 4.98 27.57 4.71

49.23 7.09 40.47 5.78 35.75 5.05 33.93 4.77

15 mins 7.44 15 mins 6.06 15 mins 5.30 15 mins 5.01

표 3.1.9 Element Power Histories for Bundle 2 for O6_mod Limiting 

Channel

BUNDLE 2

Outer Bu Outer Po Inter Bu Inter Po Inner Bu Inner Po Centre Bu Centre Po

10.00 26.32 8.22 21.43 7.26 18.74 6.89 17.72

20.00 26.82 16.44 21.83 14.52 19.09 13.78 18.06

30.00 27.22 24.66 22.16 21.78 19.38 20.67 18.33

40.00 27.72 32.88 22.57 29.04 19.74 27.57 18.66

50.00 27.82 41.10 22.65 36.30 19.81 34.46 18.73

60.00 27.82 49.32 22.65 43.56 19.81 41.35 18.73

70.00 27.72 57.54 22.57 50.82 19.74 48.24 18.66

80.00 27.42 65.76 22.32 58.09 19.52 55.13 18.46

90.00 27.02 73.98 22.00 65.35 19.24 62.02 18.19

100.00 26.52 82.20 21.59 72.61 18.88 68.91 17.85

110.00 26.02 90.42 21.18 79.87 18.53 75.81 17.52

115.10 25.77 94.61 20.98 83.57 18.34 79.32 17.35

15 mins 27.06 15 mins 22.02 15 mins 19.26 15 mins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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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Total Inventory Per Bundle in O6_mod Channel at The Discharge

Total Inventory Per Bundle (TBq)
 ISOTOPE BUNDLE  1 BUNDLE  2 BUNDLE  3 BUNDLE  4 BUNDLE  5 BUNDLE  6 BUNDLE  7 BUNDLE  8 BUNDLE  9 BUNDLE 10 BUNDLE 11 BUNDLE 12 CHANNEL

 CS-137 4.3 10.09 13.78 15.93 17.32 18.58 18.58 17.32 19.57 22.59 22.52 19.09 199.68
 I-131 104.02 413.85 648.09 800.38 875.58 875.58 875.58 875.58 821.15 689.26 490.14 213.45 7682.67
 I-132 161.41 636.08 998.54 1237.27 1355.69 1355.69 1355.69 1355.69 1270.23 1062.67 753.47 327.82 11870.25
 I-133 250.1 994.06 1560.51 1933.59 2118.66 2118.66 2118.66 2118.66 1985.11 1660.74 1177.46 512.32 18548.51
 I-135 235.45 933.41 1465.3 1815.62 1989.4 1989.4 1989.4 1989.4 1863.99 1559.41 1105.63 481.06 17417.45
 I-137 131.76 492.59 773.29 958.16 1049.87 1102.98 1102.98 1049.87 983.69 822.95 585.48 253.87 9307.51

 KR-83M 19.55 76.92 120.75 149.62 163.94 163.94 163.94 163.94 153.61 128.51 91.12 39.64 1435.51
 KR-85M 47.47 187.87 294.92 365.43 400.4 400.4 400.4 400.4 375.16 313.86 222.53 96.82 3505.65
 KR-85 0.51 1.21 1.65 1.91 2.08 2.23 2.23 2.08 2.34 2.69 2.67 2.19 23.79
 KR-87 93.24 365.38 573.58 710.71 778.73 778.73 778.73 778.73 729.65 610.42 432.84 188.31 6819.05
 KR-88 130.8 516.26 810.44 1004.2 1100.32 1100.32 1100.32 1100.32 1030.96 862.5 611.53 266.07 9634.02
 KR-89 178.92 670.1 1051.95 1303.45 1428.2 1493.36 1493.81 1428.2 1338.17 1119.51 796.32 345.36 12647.37
 SR-89 166.21 620.91 924.89 1116.43 1215.09 1231.03 1231.03 1215.09 1173.64 977.28 708.19 346.67 10926.45
 SR-90 4.25 9.99 13.65 15.78 17.15 18.41 18.41 17.15 19.38 22.37 22.29 18.88 197.71

 TE-131M 13.39 53.25 83.6 103.58 113.5 113.5 113.5 113.5 106.34 88.97 63.08 27.45 993.67
 TE-131 97.71 377.21 592.16 733.73 803.96 803.96 803.96 803.96 753.28 630.19 447.08 194.41 7041.58
 TE-132 158.77 631.64 991.51 1228.45 1345.94 1345.94 1345.94 1345.94 1261.16 1055.17 748.21 325.53 11784.2

 TE-133M 110.27 430.46 675.75 837.31 917.46 917.46 917.46 917.46 859.62 719.16 509.98 221.85 8034.23
 TE-133 151.15 576.91 905.65 1122.17 1229.58 1230.36 1230.36 1229.58 1152.07 963.82 684.33 297.33 10773.32
 TE-135 133.74 499.99 784.9 972.55 1065.64 1119.54 1119.54 1065.64 998.46 835.31 594.27 257.68 9447.26

 XE-133M 7.07 28.11 44.12 54.67 59.9 59.9 59.9 59.9 56.13 46.95 33.29 14.48 524.42
 XE-133 230.11 915.55 1436.5 1778.27 1947.73 1947.73 1947.73 1947.73 1825.29 1528.48 1084.61 471.91 17061.65

 XE-135M 41.71 159.76 250.8 310.76 340.5 340.5 340.5 340.5 319.04 266.9 189.45 82.34 2982.74
 XE-135 26.84 106.51 167.2 207.17 227 227 227 227 212.69 177.94 126.16 54.89 1987.38
 XE-137 241.4 905.31 1421.18 1760.95 1929.49 2010.17 2011.06 1929.49 1807.87 1512.46 1075.68 466.57 17071.63
 XE-138 238.6 912.7 1432.79 1775.33 1945.26 1945.26 1945.26 1945.26 1822.64 1524.81 1082.44 470.39 17040.73
 CS-138 246.97 957.08 1502.45 1861.65 2039.84 2039.84 2039.84 2039.84 1911.26 1598.95 1134.14 493.26 17865.13
 I-134 285.14 1112.4 1746.28 2163.78 2370.88 2370.88 2370.88 2370.88 2221.43 1858.44 1317.91 573.31 20762.21

 RU-103 118.64 455.79 686.83 834.82 908.58 911.61 911.61 908.58 856.01 686.91 529.45 246.95 8055.77
 RU-106 7.28 19.29 26.82 31.25 33.99 36.09 36.09 33.99 37.27 40.12 36.37 19.67 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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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Gap Inventory Per Bundle in O6_mod Channel at The Discharge

Gap Inventory Per Bundle (TBq)
 ISOTOPE BUNDLE  1 BUNDLE  2 BUNDLE  3 BUNDLE  4 BUNDLE  5 BUNDLE  6 BUNDLE  7 BUNDLE  8 BUNDLE  9 BUNDLE 10 BUNDLE 11 BUNDLE 12 CHANNEL

 CS-137 0 0 0.04 0.52 1.36 1.57 1.63 1.52 1.13 0.22 0.01 0.01 8.01
 I-131 0 0.01 0.4 6.34 15.49 16.16 16.77 17.2 10.38 1.46 0.05 0 84.28
 I-132 0 0.01 0.86 12.85 29.64 30.83 31.91 32.74 20.38 3.1 0.1 0.01 162.42
 I-133 0 0.01 0.32 5.32 15 15.79 16.52 17.09 9.2 1.16 0.04 0 80.45
 I-135 0 0 0.17 2.86 8.34 8.8 9.23 9.56 5.02 0.61 0.02 0 44.62
 I-137 0 0 0 0.05 0.15 0.46 0.49 0.17 0.09 0.01 0 0 1.43

 KR-83M 0 0 0 0.05 0.15 0.15 0.16 0.17 0.09 0.01 0 0 0.78
 KR-85M 0 0 0.01 0.18 0.55 0.58 0.61 0.63 0.32 0.04 0 0 2.92
 KR-85 0 0 0 0.05 0.13 0.15 0.16 0.15 0.1 0.02 0 0 0.76
 KR-87 0 0 0.01 0.19 0.57 0.6 0.63 0.66 0.34 0.04 0 0 3.05
 KR-88 0 0 0.02 0.4 1.19 1.26 1.32 1.37 0.71 0.08 0 0 6.37
 KR-89 0 0 0 0.07 0.21 0.65 0.7 0.25 0.13 0.02 0 0 2.03
 SR-89 0.05 0.26 3.35 48.27 125.11 169.79 175.91 152.34 81.52 6.23 0.54 0.12 763.49
 SR-90 0 0 0.03 0.38 1.07 1.24 1.3 1.2 0.85 0.16 0.01 0.01 6.25

 TE-131M 0 0 0.04 0.66 1.66 1.73 1.8 1.85 1.09 0.15 0 0 9
 TE-131 0 0 0.03 0.61 1.81 1.91 2.01 2.08 1.08 0.13 0 0 9.66
 TE-132 0 0.01 0.79 11.7 26.54 27.58 28.52 29.24 18.44 2.84 0.09 0 145.76

 TE-133M 0 0 0.06 1.03 3.02 3.19 3.35 3.47 1.81 0.22 0.01 0 16.16
 TE-133 0 0 0.04 0.66 1.97 2.25 2.37 2.27 1.17 0.14 0 0 10.88
 TE-135 0 0 0.01 0.09 0.28 0.85 0.91 0.32 0.16 0.02 0 0 2.64

 XE-133M 0 0 0.01 0.09 0.27 0.28 0.3 0.31 0.16 0.02 0 0 1.44
 XE-133 0.01 0.03 0.58 9.32 27.55 28.99 30.32 31.27 17 2.06 0.08 0.01 147.21

 XE-135M 0 0 0 0.04 0.11 0.12 0.13 0.13 0.07 0.01 0 0 0.6
 XE-135 0 0 0.03 0.47 1.38 1.45 1.52 1.58 0.83 0.1 0 0 7.37
 XE-137 0 0 0.01 0.11 0.32 0.97 1.03 0.37 0.19 0.02 0 0 3.01
 XE-138 0 0 0.01 0.21 0.62 0.66 0.69 0.72 0.36 0.04 0 0 3.31
 CS-138 0 0 0.03 0.46 1.38 1.46 1.53 1.59 0.81 0.1 0 0 7.35
 I-134 0 0 0.07 1.26 3.77 3.99 4.19 4.35 2.24 0.27 0.01 0 20.15

 RU-103 0.03 0.16 2.06 32.25 86.99 119.03 123.44 106.81 49.15 3.01 0.35 0.07 523.33
 RU-106 0 0 0.05 0.75 2.11 2.44 2.55 2.39 1.63 0.29 0.02 0.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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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Gap Bound Inventory Per Bundle in O6_mod Channel at The Discharge

Gap Bound Inventory Per Bundle (TBq)
 ISOTOPE BUNDLE  1 BUNDLE  2 BUNDLE  3 BUNDLE  4 BUNDLE  5 BUNDLE  6 BUNDLE  7 BUNDLE  8 BUNDLE  9 BUNDLE 10 BUNDLE 11 BUNDLE 12 CHANNEL

 CS-137 0.1 0.36 0.94 2.1 2.71 2.91 2.93 2.77 2.85 2.1 1.23 0.99 22
 I-131 2.49 14.95 45.94 131.39 199.1 201.79 205.25 209.28 161.25 70.11 27.21 11.12 1279.86
 I-132 3.86 22.96 71.75 215.34 330.87 335.66 341.58 348.48 266.72 111.49 41.91 17.06 2107.67
 I-133 5.97 35.83 108.01 277.46 391.81 395.03 400.43 408.31 326.26 159.49 65.02 26.65 2600.26
 I-135 5.62 33.63 100.9 252.02 344.93 346.82 350.85 357.46 291.86 147.87 60.99 25.02 2317.95
 I-137 3.14 17.74 52.9 127.15 165.03 174.61 176.01 169.15 143.78 76.78 32.24 13.2 1151.74

 KR-83M 0.47 2.77 8.27 20.02 26.26 26.29 26.52 26.97 22.74 12.02 5.02 2.06 179.42
 KR-85M 1.13 6.77 20.22 49.15 64.9 65.03 65.61 66.77 56 29.42 12.26 5.03 442.29
 KR-85 0.01 0.04 0.11 0.25 0.32 0.35 0.35 0.33 0.34 0.25 0.15 0.11 2.63
 KR-87 2.22 13.16 39.28 94.93 124.24 124.39 125.42 127.58 107.74 57.08 23.85 9.79 849.69
 KR-88 3.12 18.6 55.53 134.65 177.1 177.39 178.93 182.05 153.14 80.77 33.7 13.83 1208.81
 KR-89 4.27 24.13 71.97 172.99 224.54 236.41 238.41 230.15 195.62 104.46 43.85 17.95 1564.76
 SR-89 3.96 22.36 63.22 147.8 190.19 192.73 194.17 194.86 171.04 91.12 38.88 18.02 1328.34
 SR-90 0.1 0.36 0.93 2.08 2.68 2.88 2.9 2.75 2.82 2.08 1.22 0.98 21.79

 TE-131M 0.32 1.92 5.88 16.37 24.42 24.72 25.12 25.62 19.88 8.9 3.49 1.43 158.07
 TE-131 2.33 13.59 40.64 99.65 133.14 133.57 134.89 137.32 114.14 59.28 24.64 10.11 903.31
 TE-132 3.79 22.79 70.98 209.56 316.97 321.15 326.49 332.93 257.63 109.74 41.58 16.94 2030.57

 TE-133M 2.63 15.51 46.46 115.06 155.78 156.48 158.18 161.1 132.58 67.94 28.12 11.53 1051.36
 TE-133 3.6 20.78 62.1 151.33 200.47 201.66 203.57 206.39 172.66 90.44 37.71 15.46 1366.16
 TE-135 3.19 18.01 53.71 129.23 168.01 178.78 180.29 172.27 146.24 77.97 32.73 13.4 1173.82

 XE-133M 0.17 1.01 3.04 7.61 10.46 10.52 10.64 10.84 8.83 4.46 1.84 0.75 70.17
 XE-133 5.51 33.07 100.58 272.88 415.26 421.05 428.62 437.61 334.15 150.76 60.07 24.58 2684.13

 XE-135M 0.99 5.75 17.16 41.32 53.78 53.81 54.23 55.15 46.78 24.92 10.44 4.28 368.63
 XE-135 0.64 3.84 11.55 29.34 41.06 41.37 41.91 42.73 34.33 17 6.96 2.86 273.58
 XE-137 5.76 32.6 97.23 233.75 303.47 318.46 321.22 311.07 264.35 141.13 59.24 24.26 2112.53
 XE-138 5.69 32.87 98.05 236.05 307.14 307.32 309.72 314.98 267.22 142.36 59.63 24.45 2105.48
 CS-138 5.89 34.47 102.87 248.5 324.97 325.34 328.01 333.65 281.93 149.49 62.49 25.64 2223.25
 I-134 6.8 40.07 119.74 291.75 386.41 387.33 390.89 397.8 332.85 174.37 72.63 29.81 2630.45

 RU-103 2.83 16.41 46.96 110.55 142.24 142.75 143.81 145.74 124.78 64.06 29.1 12.84 982.08
 RU-106 0.17 0.69 1.83 4.13 5.31 5.64 5.69 5.45 5.42 3.73 1.99 1.0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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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Grain Bound Inventory Per Bundle in O6_mod Channel at The Discharge

Grain Bound Inventory Per Bundle (TBq)
 ISOTOPE BUNDLE  1 BUNDLE  2 BUNDLE  3 BUNDLE  4 BUNDLE  5 BUNDLE  6 BUNDLE  7 BUNDLE  8 BUNDLE  9 BUNDLE 10 BUNDLE 11 BUNDLE 12 CHANNEL

 CS-137 4.19 9.72 12.81 13.3 13.25 14.11 14.02 13.03 15.6 20.27 21.27 18.09 169.67
 I-131 101.53 398.9 601.74 662.65 660.99 657.63 653.56 649.1 649.53 617.7 462.88 202.33 6318.53
 I-132 157.55 613.11 925.92 1009.07 995.19 989.2 982.2 974.47 983.13 948.09 711.46 310.75 9600.15
 I-133 244.12 958.22 1452.18 1650.81 1711.85 1707.84 1701.71 1693.26 1649.65 1500.09 1112.4 485.66 15867.8
 I-135 229.83 899.78 1364.23 1560.74 1636.13 1633.78 1629.32 1622.37 1567.12 1410.93 1044.62 456.04 15054.88
 I-137 128.62 474.85 720.38 830.96 884.69 927.91 926.48 880.55 839.82 746.16 553.24 240.67 8154.34

 KR-83M 19.09 74.15 112.48 129.56 137.54 137.5 137.27 136.8 130.78 116.47 86.1 37.58 1255.32
 KR-85M 46.33 181.1 274.69 316.09 334.96 334.79 334.18 333.01 318.84 284.4 210.26 91.79 3060.44
 KR-85 0.5 1.17 1.54 1.61 1.62 1.73 1.72 1.6 1.9 2.42 2.52 2.07 20.4
 KR-87 91.02 352.21 534.29 615.59 653.92 653.74 652.68 650.49 621.57 553.3 408.99 178.52 5966.32
 KR-88 127.68 497.66 754.89 869.15 922.03 921.66 920.06 916.89 877.11 781.64 577.82 252.23 8418.84
 KR-89 174.66 645.97 979.97 1130.39 1203.45 1256.29 1254.71 1197.8 1142.42 1015.04 752.47 327.4 11080.59
 SR-89 162.2 598.3 858.33 920.35 899.79 868.51 860.95 867.89 921.08 879.93 668.76 328.53 8834.62
 SR-90 4.15 9.63 12.69 13.31 13.41 14.29 14.21 13.2 15.71 20.13 21.06 17.89 169.68

 TE-131M 13.07 51.33 77.67 86.55 87.42 87.05 86.58 86.02 85.37 79.92 59.58 26.02 826.6
 TE-131 95.38 363.62 551.48 633.46 669 668.47 667.06 664.55 638.06 570.78 422.43 184.3 6128.6
 TE-132 154.97 608.83 919.74 1007.19 1002.43 997.21 990.93 983.77 985.09 942.59 706.53 308.59 9607.87

 TE-133M 107.64 414.96 629.24 721.23 758.65 757.78 755.93 752.88 725.23 651 481.85 210.32 6966.71
 TE-133 147.55 556.13 843.52 970.18 1027.14 1026.45 1024.43 1020.92 978.24 873.24 646.62 281.87 9396.28
 TE-135 130.55 481.98 731.18 843.23 897.35 939.91 938.34 893.04 852.06 757.32 561.55 244.29 8270.8

 XE-133M 6.9 27.09 41.07 46.96 49.18 49.1 48.96 48.75 47.13 42.48 31.45 13.73 452.81
 XE-133 224.6 882.45 1335.34 1496.07 1504.92 1497.7 1488.79 1478.85 1474.14 1375.66 1024.46 447.32 14230.3

 XE-135M 40.72 154.01 233.63 269.39 286.61 286.57 286.14 285.22 272.19 241.98 179.02 78.06 2613.52
 XE-135 26.2 102.67 155.62 177.36 184.57 184.18 183.56 182.69 177.54 160.84 119.19 52.03 1706.44
 XE-137 235.64 872.7 1323.94 1527.1 1625.71 1690.75 1688.81 1618.06 1543.32 1371.31 1016.44 442.32 14956.09
 XE-138 232.91 879.83 1334.72 1539.08 1637.5 1637.28 1634.85 1629.56 1555.06 1382.41 1022.82 445.93 14931.94
 CS-138 241.08 922.61 1399.55 1612.7 1713.49 1713.05 1710.3 1704.61 1628.52 1449.37 1071.65 467.61 15634.54
 I-134 278.34 1072.33 1626.47 1870.76 1980.7 1979.57 1975.8 1968.73 1886.34 1683.8 1245.27 543.5 18111.61

 RU-103 115.78 439.22 637.81 692.02 679.35 649.83 644.36 656.03 682.08 619.85 499.99 234.04 6550.36
 RU-106 7.11 18.59 24.94 26.37 26.57 28.01 27.86 26.16 30.21 36.1 34.36 18.64 3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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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Nominal and Limiting Power Envelop for 

37-element Fuel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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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Limiting Power Envelops for Each Ring 

of 37-element Fuel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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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Development of Element Power History 

from Limiting Power En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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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Fuel Temperature vs. Time for the Case 1

0 10 20 30 40 5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Te
m

pe
ra

tu
re

 (K
)

Time (sec)

 Centerline Fuel Temperature
 Area-average Fuel Temperature



- 171 -

그림 3.1.7 Sheath Hoop Strain vs. Time for th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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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Fuel Centerline Temperature at Each 

Segment for th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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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True Plastic Hoop Strain at Each 

Segment of Sheath for th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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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Coolant Pressure and Normalized Power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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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Fuel Temperature vs. Time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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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Predicted Sheath Hoop Strain vs. Time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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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Predicted Gap Release of Stable Gas and 

Xe138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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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Release of Stable Gas and Xe138 to Gap 

for the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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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Fuel Fragments Temperature Transients Predicted by 

the REDOU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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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Fractional Oxidation of Fuel Fragments Predicted by 

the REDOU Code

핵연료 파편 산화분율 (Best Estimation) W2 Bundle 8 Outer E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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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Release Constant Predicted by the REDOU Code

누출상수 : Kr (Best Estimation) W2 Bundle 8 Outer E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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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Fractional Release of I-131 Predicted by the REDOU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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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웹기반 중수로 데이터베이스 확장 및 CANTHIS Beta 2.0 

개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중수로 실험자료 데이터베이스 확장을 통해서 기존의 CANTHIS 

1.0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다. 이는 웹기반 중수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온 핵연료 채

널 실험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2. 검색 내용 분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실험은 단일봉(single-element) 실험, 7개 봉 

(seven-element) 실험, 그리고 28봉(28-element) 실험인 CS28-2 실험 등이다. 이들 실험

들의 정보 및 데이터들은 학회나 저널에 공개된 자료들이다. 따라서 웹을 통한 자료 공유

에는 제약이 없다.

이 실험 자료들의 내용은 검색 분류로써 열수력 DB에 해당되며 자료 검색시 

Test/Facility 항목에서 "high-temperature"를 지정하면 고온 핵연료 채널 실험 자료들이 

모두 검색된다. 그 밖에 세부 분류 내용은 다음 표 3.2.1과 같다.

표 3.2.1  고온핵연료 채널 실험 자료에 대한 세부 분류 내용

현상 분류1 Zircaloy-steam Thermal Chemical Reaction

현상 분류2 Radiation Heat Transfer

BSI 번호 31100

사고 분류 일차계통사고>냉각재상실사고>대형파단>ECC 상실

본 연구에서 49 가지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되었다. 이들에 대한 검색화면의 예시를 그

림 3.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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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CANTHIS DB 검색화면

3. 연구 결과 및 활용

본 연구에서 추가된 데이터베이스는 고온 증기냉각 채널 실험에 대한 CFD 및 

CATHENA 코드 해석 검증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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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신형중수로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 적용성 평가

본 장에서는 최근 캐나다 AECL이 개발한 신형 중수로 원자로인 ACR-7(Advanced 

CANDU Reactor)에 대해 적용된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을 조사 및 검토하여 기존 

CANDU-6 원자로 안전해석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제 1절에서는 ACR-7 원자로의 일반 설계 사양, 안전 계통 설계 사양 및 안

전 해석 방법론을 조사하 다. 원자로의 일반 설계 사양 내용으로서 ACR-7의 개선된 원

자로 설계 사양, CANFLEX 핵연료 다발의 장점, 열수송 계통 설계 개선 및 심층적 방어 

설계에 대해서 검토하 다. ACR-7 원자로의 안전 계통 설계 사양 내용으로서 안전 설계 

원칙 및 고유 안전 특성 설계 항목을 조사하고 원자로 정지 계통, 비상 노심 냉각 계통․

격납 건물 및 안전 보조 계통으로 구성된 안전 계통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 다. 한편, 이들 

안전 계통이 결합하여 나타내는 중대사고 저항성과 특성을 요약하 다. ACR-7 원자로에 

적용된 안전 해석 방법론을 조사하 는데 먼저, 설계 기준 사고, 제한적 노심 손상 사고 및 

중대 노심 손상 사고로 구분한 3개의 사고 등급에 대한 상세 분류 및 허용 기준을 조사하

고 각 등급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사고 해석 방법을 나타내었다. 설계 기준 사고의 한 예제

로서 대형배관파단사고 시나리오를 기술하 다.

제 2절에서는 신형중수로 안전해석 방법론의 CANDU-6 적용성 평가에 대해서 다루

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CANDU-6 원자로 안전 해석의 주요 현안으로 제시된 대형배

관파단사고 원자로 경년열화 향, 원자로 수명 연장 및 주요 부품 개선 업무 내용을 기술

하 다. 시대적으로 안전해석 방법론이 변천된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ACR-7 원자로 안

전 해석 방법론 특성을 요약하 다. ACR-7 원자로의 안전해석 방법론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도 기반(risk-based) 해석 방법’인 ‘최적해석방법론’에 대해 검토하 다. 향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혹은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재평가 수행시 대비하여 신형중수로가 

채택하고 있는 이 최적해석방법을 기존 가동중 CANDU-6 원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 다.

제 3절에서는 ‘평가노심 안전해석 개선 방법론 평가’에 대해서 기술하 는데 이는 향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혹은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재평가 수행시 대비하여 경년열

화를 고려한 안전해석 방법론 개선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WIMS-CANDU/RFSP의 경년열화시 노심평가 모델 개발과 경년열화를 고려한 열수력 

안전해석 방법론 개선에 대해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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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신형중수로 안전해석 방법론 자료 검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캐나다 AECL이 개발한 신형중수로 원자로인 ACR-7 (Advanced CANDU 

Reactor)에 대해 적용된 신규 안전해석방법론을 조사 검토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및 세계시장에 판매하기위해 최근 개발하고 있는 ACR-7에 적용되는 신규 안전해석 방법

론을 연구, 검토하여 이중 현재 한국에서 운전되고 있는 CANDU-6에도 적용가능할 항목

들을 선별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함에 있다. 

2. 연구 수행 내용

가. 신형중수로 일반설계 사양 특성 조사

(1) ACR-7의 개선된 원자로 설계 사양

 그림 4.1.1은 전반적인 ACR-7 원자로 설계 배치도[1]를 보여주고 있다. ACR-7 원

자로는 수평 핵연료채널 모듈 개념과 중수 감속재 등과 같이 기존 CANDU 원자로 설계 

및 운전에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다. ACR-7 원자로는 CANDU-6 원자

로를 기본 틀로 삼고, 이에 CANDU-9 원자로의 개량 기술과 기존 발전소 운전 경험에서 

얻은 개선 사양을 부합시키도록 하 다. ACR-7 원자로는 한 호기 총 출력이 731MWe 인 

원자로 2기를 1개 발전소에 집적시키도록 설계하 다. 또한, 핵연료채널 개수와 계통의 확

장을 통하여 약 1000MWe 급으로 원자로 출력 증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ACR-7 원

자로가 기존 CANDU-6 원자로와 비교하여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설계 사양은 핵연료를 

천연 우라늄(natural uranium)을 사용하는 기존 37-핵연료봉 다발 대신 저농축 우라늄

(SEU, slightly enriched uranium)을 사용하는 CANFLEX 핵연료다발을 사용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잉여반응도가 커짐에 따라, 냉각수도 가격이 비싼 기존 중수(heavy water)

에서 값이 싼 경수(light water)로 바뀌게 된다. ACR-7 원자로 설계 추진 방향은 기존 

CANDU-6 원자로와 비교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ACR-7 원자로 판매 목표 시장 지역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CNSC 및 USNRC 

규제 요건(requirements)에 따라 인허가(license)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표 

4.1.1은 개선된 설계 사양 특성을 세부적으로 기존 CANDU-6 원자로 장점 활용, 중수 재

고량 및 비용 감소, 칼란드리아 용기 크기 및 건설 비용 감소, 반응도 기구 개수 감소 및 

원자로 제어 계통의 작동 요구 최소화, 고유 안전성, 핵연료채널 건전성 등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에 따른 향상된 기능을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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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Levels of Defense-In-Depth

심층 방어 Level 목표 수단 설정

Level 1
비정상 운전 방지 및 

사고 방지

보수적인 설계, 건설 및 

운
Alarm Setting

Level 2
비정상 운전의 제어 및 

사고의 감지

제어계통, 보호계통 및 

감시 장비
Operational Limit

Level 3
사고 발생시 설계기준 

사고 내로 유지

공학적 안전 설비 및 

사고 절차
Safety System Setting

Level 4
사고 진행을 막고, 

중대사고 내로 유지
보충 수단 및 사고관리 Safety Limit

Level 5 방사성물질의 방출 완화
원전 외부지역의 비상 

대응

나. 신형중수로의 안전계통 설계 사양 특성 조사

(1) 안전 설계 원칙

ACR-7 원자로는 다음과 같은 안전설계 원칙[1]을 적용하여 설계하 다.

•원자로 안전 계통인 정지 계통과 열제거원에 대해 분리 및 다양성을 갖도록 한다.

•안전 계통의 신뢰도는 각각 안전 계통의 유용성이 0.999 보다 작지 않도록 하고 운

전자로 운전 중에도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계통과 안전 보조 계통 내 각 구역들은 여분 및 독립성을 갖도록 한다. 즉, 어

떤 구역은 어떤 계통의 부속 계통으로서 이 부속 계통이 단독적으로 계통의 안전기

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USNRC의 단일 파단사고 수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안전보조계통 설계에 미치는 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원자로 주요 기초 계통들은 지진 및 환경 성능 평가를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2) 고유 안전 특성 설계

ACR 원자로는 기존 CANDU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 안전 특성을 계속 갖는다. 

즉, 강제 유동 상실에 의한 과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 계통은 자연순환 성능

을 갖도록 설계한다. 원자로 가동 중 핵연료교체는 과잉 반응도 보유량을 감소시킨다. 반

응도 제어 기구는 저압 감속재에 설치되므로 이들 기구들은 원자로 냉각수 압력경계를 통

과하지 않는다. 예비 열제거원 성능을 갖는 감속재는 비상노심냉각이 불가능한 LOCA 사

고시 노심 냉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ACR 원자로는 다음과 같은 고유 안전 특성이 

추가적으로 설계되어있다.

•음의 출력 반응도 계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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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심에 대해 작은 기포 반응도를 가지므로 LOCA 사고와 급격한 cooldown 사

고 사이에 원자로를 잘 보호하도록 균형을 제공한다. 

•노심 전체에 매우 평탄하고 안정한 출력 분포를 가지므로 원자로 제어 계통의 요구

를 최소화한다. 

•핵연료봉 선형 출력이 낮고 임계열유속이 높은 CANFLEX 다발을 사용함으로 인해 

안전성과 운전 여유도가 증가한다. 

(3) 안전 계통

ACR 원자로의 안전계통은 표 4.1.3에 명시된바와 같이 원자로 정지 계통, 비상 노심 

냉각 계통, 격납 건물 및 안전 보조 계통으로 구성되고 각 안전계통에는 독립적이고 다중

의 부속계통을 가지고 있다.

표 4.1.3  Classification of Safety Systems

Safety System Sub Systems

Shutdown Systems
Shutdown System 1

Shutdown System 2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Emergency Coolant Injection(ECI) System

Long Term Cooling(LTC) System

Containment
Containment Cooling System

(Dome & Vault Local Air Coolers)

Safety Support Systems

Reserve Water System

Cooling Water Systems

Electrical Power Systems

Instrument Air Systems

Secondary Control Building

(가) 원자로 정지 계통

원자로 정지 계통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분리된 피동 안전성 정지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정지 계통-1(SDS 1)은 20개의 기계적 정지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원

자로 정지 신호 발생 시 중력에 의해 노심으로 낙하된다. 원자로 제 1 정지 계통(SDS 1)

은 사고 발생후 -50 mk 반응도 감소 크기로 삽입되어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원자로 제 2

정지 계통(SDS 2)은 농축된 가돌리니움 질산 용액을 저압 감속재 계통에 주입하여 사고

시에 노심을 미임계 상태로 만든다. 용액은 가압 탱크로부터 칼란드리아 상부 및 하부 감

속재 지역에 삽입된 파이프모양의 노즐을 통해서 주입된다. SDS 2는 사고 발생 후 -50 

mk 반응도 감소 크기로 용액이 주입되어 원자로를 정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

로는 원자로를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150 mk 반응도를 제공하기 충분한 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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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움을 보유하고 있다.

(나) 비상 노심 냉각 계통

표 4.1.4는 비상 노심 냉각을 위한 비상 냉각수 주입 계통 및 장기간 냉각 계통의 기능

을 요약하 다. 비상 냉각수 주입(ECI, Emergency Coolant Injection) 계통은 정상적으

로 가압된 탱크로부터 냉각수가 열수송 계통에 피동적으로 주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CI 계통은 기존 계통보다 보다 더 성능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하 다. 원자로 냉각수 계통과 접하는 경계 지역에 피동적으로 한 방향으로 열리는 

rupture 디스크를 사용하 다. 그리고 냉각수는 오직 RIH 에만 주입되도록 설계하 고 효

과적인 냉각수 유동 유로를 만들기 위해서 ROH 사이에 매우 큰 연결 배관을 설치하 다. 

ECI 계통은 따로 분리된 가압 공기탱크가 필요하지 않으며 가압 물탱크에 의해 정상적으

로 작동하도록 설계하 다.

장기 냉각 계통(LTC, Long Term Cooling)은 LOCA 사고 발생후 원자로의 복구 단

계에서 장기간 핵연료 냉각을 제공하며 HTS 계통내 압력 경계가 손상되지 않은 모든 조

건에서 오랜 동안 발생하는 붕괴열(decay heat)을 제거한다. LTC 계통은 두 개의  구역

(redundant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들은 원자로 보조 건물에 서로 떨어진 위치

에 설치되어 있다. LTC 펌프는 지진 성능이 검증된 Class III 전기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LTC 계통은 또한 정상적인 원자로 정지 후에 원자로를 완전히 냉각하기 위

한 정지 냉각 기능을 제공한다. 

표 4.1.4  Classification of ECC Systems

ECC Systems Function

Emergency Coolant Injection(ECI) System
high-pressure coolant injection 

after LOCA

Long Term Cooling(LTC) System recirculation after LOCA

(다) 격납 건물 

격납 건물은 강철을 삽입한 강현 콘크리트로 만든 원자로 건물 구조물이며 LOCA 사

고시 압력 경계를 제공하는 동안 하루 체적 누수율이 약 2% [volume/day]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 다. 격납 건물 격리 계통은 사고시 원자로 건물내 고압 신호나 고방사능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원자로 건물내 대기와 연결된 모든 통로를 자동적으로 닫히게 한다. 사고 

발생후 격납 건물내 대기로부터 열제거는 격납건물 냉각 계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냉각 

계통은 원자로 건물 천정과 벽면에 적절히 분산 설치된 국부 공기 냉각기로 구성되어 있

다. 격납 건물내 수소 제어는 피동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촉매 결합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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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 보조 계통

표 4.1.5는 안전 보조 계통을 구성하는 5개 계통인 물 저장 계통, 냉각수 계통, 전력 계

통, 계측 공기 공급 계통 및 2차 제어 건물의 기능을 요약하 다. 물 저장 계통(Reserve 

Water System)은 원자로 건물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된 매우 큰 물 탱크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물은 중력에 의해 피동적으로 공급되는데 물 저장 계통은 다음과 같은 세부 기

능을 갖는다. 먼저, LTC 펌프의 유효흡입수두를 제공하기 위해 격납 건물 수조물을 공급

한다. 그리고 S/G의 비상 급수를 제공하고 HTS의 비상 냉각수를 보충하며 중대사고 경

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속재 계통과 shield 탱크에 물을 보충한다.

냉각수 계통(Cooling Water System)은 순수 서비스 물과 순환 냉각수를 공급한다. 

이 계통은 지진 성능이 검증되고 각 발전소 호기마다 안전하게 원자로를 정지하는데 필요

한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2개의 여분 구역을 갖도록 설계하 다. 또한, 두 호기

의 냉각수 계통을 서로 연결시키므로 인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는 성

능과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도록 설계하 다.

전력 계통(Electrical Power System) 은 원자로 운전 과도 상태나 사고시에 안전 계

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이 계통은 지진 성능이 검증되고 각 발전소 호기마다 안전

하게 Class I, II, III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개의 여분 구역을 갖도록 설계하 다. 또한, 

두 호기의 전력 계통을 서로 연결시키므로 인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

는 성능과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도록 설계하 다.

계측 공기 공급 계통(Instrument air system)은 국부 공기 탱크에 의해서 압축 공기

를 공급한다. 2차 제어 건물은 주 제어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주 제어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자적으로 원자로 안전 정지, 원자로 완전 냉각 및 각 호기의 감

시 기능을 수행한다.

표 4.1.5  Classification of Safety Support Systems

Safety Support Systems Function

Reserve Water System Passive supply of water by gravity

Cooling Water Systems
Supply of raw service water and recirculated cooling 

water

Electrical Power Systems
Supply of electrical power to 

safety system 

Instrument Air Systems
Supply of compressed air by 

  local air tanks

Secondary Control Building
Supply of completely separate control from the main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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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대사고 저항성

ACR-7 원자로는 노심 안과 주위에 분리된 매우 큰 물 저장 시설이 있어서 기존 원자

로보다 중대사고 저항성이 크도록 설계되어 있다. 감속재의 예비 열제거원 기능은 ECC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LOCA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노심 냉각을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감속재 냉각 기능이 불가능하더라도 칼란드리아내 감속재 질량과 shield tank내 경수의 

피동적 열 흡수량은 중대 노심 손상(SCD) 사고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SCD 사

고 향이 격납 건물 경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므로 원자로 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는다.  물 저장 계통으로부터 감속재 및 shield tank의 보충수

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들의 피동 열 흡수량은 더욱더 확대된다. SCD 방지 및 SCD 사고 

완화용 열 제거원 기능을 표 4.1.6에 요약하 다.

표 4.1.6  Heat Sinks for SCD Prevention and Mitigation

Function Heat Sinks

SCD Prevention 

(no loss of core 

coolability)

1)Normal Heat Removal Systems

2)Emergency Heat Removal System

  * Emergency Core Cooling

  * Passive Emergency Feedwater from Reserve Water Tank

3)Backup moderator heat sink

SCD Mitigation

1)passive thermal capacity of moderator

2)passive thermal capacity of shield water

3)passive makeup to calandria vessel and shield tank from Reserve 

  Water Tank

4)Severe Accident Management 

(4) 설계 사양 및 안전 설계 계통 특성 요약

표 4.1.7에서 보는바와 같이 ACR-7 신형중수로의 향상된 안전 설계 특성은 고유 안전

성과 공학적 안전성 요인에 따라 나타난다.

표 4.1.7  Enhanced Safety Characteristics of ACR-7 Reactor 

Enhanced Functions

Inherent 

Safety

1) Negative power reactivity coefficient

2) Small negative void reactivity coefficient giving more balanced 

   nuclear protection between LOCAs and fast cooldown accidents

3) Larger thermal margins due to the use of CANFLEX fuel

Engineered 

Safety

1) ECI system simplification

2) Reserve Water System for severe accident prevention and 

   mitigation 

3) Steel-lined, single-unit contain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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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형중수로의 안전해석방법론 조사

(1) 개요

ACR-7 원자로는 기존 CANDU 원자로 보유국뿐만 아니라 경수로 원자로가 주종을 

이루는 미국과 같은 원자로 선진국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규제 요건과 국제적인 요건을 결합하여 일반적인 국제규범에 완전히 부합되는 안전 해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 다. 이는 위험도 기반 안전해석을 보다 더 많이 적용할 필요가 있

음을 뜻하는 것이다. 안전 해석에서는 먼저 설계 기준 사고와 설계 기준을 벗어난 사고들

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험도 기반 안전해석 방법의 주요 목적은 “가장 

발생 빈도가 많은 사고는 최소한의 방사능 피폭 결과를 가져오고 잠재적으로 최대한 방사

능 피폭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는 거의 발생 빈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ACR-7 원자로는 일반 대중 피폭 방사선량 한계치와 관련하여 5 등급으로 사고를 분류하

고 각 사고 등급에 따라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허용 기준과 성능 목표치를 설정하 다. 

사고 발생 빈도가 낮은 등급의 사고에서는 원자로 설계 사양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설

계 중심적인 평가를 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등급의 사고에서는 원자로 안전성을 고

려하여 적절한 보수성을 가정하는데 이들 사용하는 가정들과 적용 방법이 잘 균형이 맞아

야 한다. 사고가 발생되고 진행되는 과정은 원자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확인되었

다. 따라서, 이 방법은 국제적 표준에 잘 부합된다.

(2) 사고 등급 분류 및 허용 기준 

ACR-7 원자로에 적용되는 사고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사고 카테고리 즉, 설계 

기준 사고(DBE, Design basis events), 제한적 노심 손상 사고(LCD, Limited core 

damage accidents) 및 중대 노심 손상 사고(SCD, Severe core damage accidents)로 분

류하고 이들 사고에 대한 세부 사고 등급 분류 및 허용기준을 검토하 다.

(가) 설계 기준 사고

설계 기준 사고는 명시된 일반 대중 피폭 방사선량 한계치 범위의 방사선을 주변 환경

에 누수 시키지 않도록 하는 주요 장벽 구조물, 즉 핵연료봉, 원자로 압력경계 및 격납 건

물에 대한 설계 한계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이다. DBE 사고에 대해 원자로에 미치

는 향은 보수적인 가정과 상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DBE 사고에 대한 안전 해석

은 모든 안전 계통과 관련 요소 부품 중에서 한 개의 요소가 작동되지 않거나 파손되는 단

일 파단 사고(single failure)를 가정하여 해석한다.

설계 기준 사고의 등급 분류는 표 4.1.8과 같이 크게 Class 1,2,3 세 등급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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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미국 “USNRC RG 1.70 Rev.3” 분류 방법과 일치한다. Class 1은 단일 펌프 

트립과 같이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이며 Class 2는 소형 LOCA 및 자관 파

단과 같이 거의 발생 빈도가 낮은 사고이며 Class 3는 대형 LOCA와 같이 거의 발생 가

능성이 매우 낮고 원자로에 큰 손상을 가져오는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세 등급으로 분류된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해서 표 4.1.9과 같이 피폭, 핵연료, 핵연료채

널, 과압/압력경계 건전성, 칼란드리아 및 격납 건물에 대한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Class 1 사고는 모든 채널의 핵연료 파손을 허용하지 않지만 Class 2 는 사고의 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채널의 핵연료 파손은 허용하고 그 외 채널의 핵연료 파손은 허용하지 

않는다. Class 3 사고는 핵연료 파손이 허용되며 사고의 향을 받는 채널의 압력관 파손

이 허용되지만 성능 목표로서 압력관 소성 변형이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허용기준이 따

로 설정되어 있다.

표 4.1.8  Classes of Design Basis Events

Design Basis Events Detail Events

Class 1

Events of moderate frequency

      * failure of pressure or inventory control in the HTS

      * failure of secondary circuit pressure control

      * failure of reactor power control

      * loss of Class IV Power (Station normal AC power supply)

      * single HTS pump trip

      * Moderator Events (except pipe rupture)

      * loss of normal S/G feedwater flow

Class 2

Infrequent events

      * pressure tube failure (Calandria Tube Intact)

      * Small Loss-of-Coolant Accident(LOCA)

      * end fitting failure

      * off-stagnation feeder break

      * moderator events (pipe rupture)

      * partial single channel flow blockage

      * S/G tube rupture 

Class 3

Limiting events

      *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rupture

      * large LOCA

      * main steam line break (inside Containment)

      * HTS pump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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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Acceptance Criteria of Design Basis Events

Design Basis Events Acceptance Criteria

Class 1

1) Dose : CNSC C-6 Rev. 1 Class 1 limits

2) Fuel : no calculated failure

3) Fuel Channel : no PT failure

4) Overpressure/pressure boundary integrity :

- Level B limit for first shutdown system to trip

- Level C limit for second shutdown system to trip

Class 2

1) Dose : CNSC C-6 Rev. 1 Class 2 limits

2) Fuel : no calculated failure (in non-affected channels)

3) Fuel Channel : no PT failure(in non-affected channels)

4) Overpressure/pressure boundary integrity :

- Level C limit for first shutdown system to trip

- Level D limit for second shutdown system to trip 

5) Containment : 

- Peak pressure due to Class 2 failures of the HTS not to exceed 

  design pressure

6) other : Calandria remains intact

Class 3

1) Dose : CNSC C-6 Rev. 1 Class 3 limits

2) Fuel : limit failure 

3) Fuel Channel : no PT failure (in non-affected channels)

4) Overpressure/pressure boundary integrity :

- Level C/D as for Class 2 

5)Containment : 

- Peak pressure not to exceed design pressure (LOCA)

- No damage to containment structure (MSLB)

- Hydrogen concentration to remain below flammability limit

6) other : Calandria remains intact

7) Performance Target : 

- no significant PT plastic deformation

(나) 제한적 노심 손상 사고 

제한적 노심 손상 사고는 명시된 일반 대중 피폭 방사선량 한계치 범위 내에서 발생되

는 설계기준사고를 벗어난 거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improbable) 사고를 나타낸다. 표 

4.1.10은 Limited Core Damage(LCD) 사고 분류와 허용 기준을 제시하 는데 이들은 

Class 4 및 Class 5 등급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여러 사고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초기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하나의 안전 계통이 완전히 손상되는 결합

된 사고를 지칭한다. 표 4.1.11은 사고 등급에 따른 일반 대중 피폭 방사선량 한계치를 제

시하 는데 LCD 사고 두 등급은 방사선량 한계치가 서로 다르다. 제한적 노심 손상 사고

는 설계 중심(design centered) 가정과 세부 모델(detailed models)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LCD 사고의 성능 목표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향을 받지 않은 핵연료의 중심 및 피폭관

이 용융(melting)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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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0  Classes and Acceptance Criteria of Limited Core Damage Accidents

Limited Core 

Damage Accidents
Detail Events

Class 4 

and 

Class 5

   * Small LOCA + LOECC

   * End Fitting Failure + LOECC

   * Large LOCA + LOECC

   * Pressure Tube / Calandria Tube Failure + LOECC

   * Single S/G Tube Rupture + LOECC

   * Stagnation Feeder Break

   * Severe Channel Flow Blockage

Acceptance Criteria

Class 4 

and 

Class 5

1) Acceptance Criteria ;

 - Dose : Class 4 and Class 5 limits respectively of 

          CNSC C-6 Rev. 1 

2) Performance Target :

 - Fuel : no fuel centerline or sheath melting

          (in non-affected channels) 

 - Fuel Channel : 

     * no fuel channel failure(in non-affected channels)

     * ensure sufficient moderator subcooling for PT

     * sagging into CT contact 

 - Containment : 

     * Peak pressure not to exceed design pressure (LOCA)

     * Structure integrity of containment ensured to a degree 

       that consequential damage to reactor systems could not 

       result(MSLB initiated)

     * Hydrogen concentration to remain below DDT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 other : Calandria remains intact

표 4.1.11  Radiological Dose Limits

Requirements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Effective dose (mSv) 0.5 5 30 100 250

Lens of the eyes 

(mSv)
5 20 300 1000 1500

Skin (mSv, averaged 

over 1 cm2)
20 200 1200 4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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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대노심손상 사고

중대노심손상 사고는 설계기준사고 범위를 벗어나고 거의 절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없는(extremely improbable) 사고를 나타내는데 만약 이 사고가 발생하면 노심 형상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 사고에 대한 설계 허용기준은 따로 없고 설계 목표로서 

종합적 Severe COre Damage(SCD) 사고 발생 빈도와 대량 방사선 누수량을 매우 적게 

하도록 하 다. SCD 사고는 설계 중심 가정과 집적 모델을 사용하고 확률론적 위험도 방

법(PRA)에서 Level 2의 한 부분으로 해석한다.

SCD 사고는 “LOCA + LOECC + unavailability of moderator heat sink” 와 같이 

중첩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SCD 사고 목표치는 PRA 해석에서 도출된 빈

도(frequency) 값으로 나타낸다. 즉, 종합적인 SCD 사고 발생 빈도는 10
-5
/year 이하가 

되고 대량 방사성 누수가 발생하는 종합적인 사고 빈도가 10
-6
/year 이하가 되도록 목표치

를 설정하 다. 이들 종합적인 빈도에는 지진을 제외한 모든 외부적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

으며 PRA (Level 1,2) 해석을 수행하여 이 목표치가 만족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3) 전반적인 사고 해석 방법론 

앞 항에서 검토된 ACR-7 원자로의 사고 등급 분류, 허용 기준 및 성능 목표에 따라 

DBE, LCD 및 SCD 사고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사고해석 접근 방법을 표 4.1.12에 요약하

다. DBE 와 같이 어느 정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원자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성을 가정하여 해석하고 LCD 및 SCD 와 같이 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사고에서는 원자로 설계 사양 특성을 고려한 설계 중심적인 평가를 한다.

표 4.1.12  Overall Approach to Event Analysis

Event

Category

Analysis

Assumptions

Analysis

Models

Acceptance

Criteria
Targets

Design Basis 

Events

(Classes 1,2 and 

3)

Conservative Detailed

Performance 

Criteria

Radiological Doses

Performance 

targets

Limited Core 

Damage Accidents

(Classes 4 and 5)

Design Centered Detailed Radiological Doses
Performance 

targets

Severe Core 

Damage Accidents
Design Centered Integral

Frequencies of 

Severe Core 

Damage and Larg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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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rge LOCA 사고

입출구 모관 혹은 펌프 흡입 배관에서 큰 파단이 발생한 경우 Large LOCA 사고에 

해당된다. Large LOCA 사고 발생 후 세 단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즉 blowdown, ECC 

refill 및 LTC 상황에서 사고 진행 시나리오[6]를 기술하 다. 이는 앞서 기술된 ACR-7 

원자로의 설계 사양 및 안전계통 설계 등이 실제 DBE 사고 진행 동안 어떻게 기능하는지 

검토하 다.

•입구 모관에서 큰 파단 사고가 발생하여 냉각수가 격납 건물로 방출된다.

•격납 건물내 대기의 온도, 압력 및 습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HTS의 감압에 따라 냉각수 기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심 반응도가 증가한다.

•파단의 크기 및 초기 원자로 출력 조건에 따라 원자로는 격납 건물내 높은 압력 신

호, 열수송 계통의 낮은 유량 신호 혹은 낮은 압력 신호를 감지하여 원자로 정지 과

정이 시작된다.

•격납건물 내 높은 압력신호를 감지하여 격납건물 격리가 자동적으로 시작된다. 또

한, 이 신호는 ECI 신호 및 S/G crash cooldown 신호가 작동하는 조건이 된다.

•파단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열수송 계통의 냉각수 재고량 감소와 감압이 어떤 속도

로 진행된다.

•원자로 정지 후에 터빈이 다시 작동된다. CSDV 밸브가 열려 증기가 응축기 쪽으로 

우회한다. ASDV 밸브들이 개폐되어 계통 압력을 유지한다.

•주 급수 계통은 응축기 hotwell 로부터 S/G에 사고 전 과정동안 계속 급수한다.

•HTS 유량은 파단이 발생한 위치의 하류지역에서 매우 빨리 감소하며 어떤 임계 파

단 크기보다 큰 파단인 경우 유량은 이 지역에서 역류한다. 임계 파단인 경우 유량

은 노심 상류 유동이 펌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매우 낮은 유량으로 

떨어진다. 어떤 채널에서는 증기가 가득 차게 되고 다른 채널들은 성층 이상 유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떤 핵연료봉은 증기에 노출되어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가압기의 재고 냉각수가 HTS에 주입된다. 가압기 수위가 내려가면 경수 bleed 밸

브가 닫히고 feed 밸브가 열려 HTS에 경수를 보충하게 된다.

•원자로 정지 후에 열 발생율이 감소하고 핵연료봉내 온도분포가 평탄해지므로 인해  

핵연료 평균 온도는 감소한다. 핵연료 피복관 온도는 피복관과 냉각수의 열전달 감

소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HTS 압력이 특정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ECI 신호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는 원자로 

건물내 높아진 압력이 조건이 되어 발생한다. 이 신호는 다음과 같은 사건(events) 들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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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력 ECI 계통이 ECI 신호에 의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고압력 ECI 물 저장 탱크

로부터 RIH의 냉각수 분사 지점으로 연결된 격리 밸브와 분사 벨브가 열리게 된다. 

0.52 MPa이상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 한 방향 rupture 디스크가 열리게 된다. ECI

는 rupture 디스크 하류로 흘러 HTS 압력을 가압하게 된다. 따라서, 고압 ECI 유동

은 HTS의 압력이 고압 ECI압력보다 약 0.52 MPa보다 작을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고압 ECI 유동은 연결된 고압 ECI 물 저장 탱크가 거의 바닥날 때까지 계속된다.

•ROH 사이에 ECI large 연결 배관에 설치된 밸브들은 ECI 신호시 열리게 되며 이

는 RIH에서 ROH로 흐르는 냉각수 유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ECI 신호가 작동한 후 30초경에 자동적으로 MSSV 밸브가 개방되어 S/G crash  

 cooldown 이 시작된다. 이는 ECI 가 HTS의 압력을 더 낮게 만든다.

•ECI 신호가 작동하면 물은 예비 수조 저장 계통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격납건물 수조 

탱크로 유입되고 LTC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물저장 탱크가 거의 바닥나면 

ECI 물저장 탱크 격리 밸브가 닫히고 원자로 건물 수조에서 물을 공급하는 LTC 단

계가 시작된다. LTC 유로는 RIH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존 고압 ECI 계통이 만들

어 놓은 냉각수 유동 유로를 이용하게 된다.

•ECI 및 S/G crash cooldown 이 시작된 후 바로 비상 냉각수가 노심 유로에 재충

전(refill)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핵연료 및 피복관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일부 채널에서는 압력관이 가열되고 팽창될 수 있다.

•핵연료 피복관이 파손되면 일부 핵분열 생성 물질이 냉각수로 방출되고 파단된 부

분을 통해서 격납 건물 내로 이송되며 격납 건물 내 대기중으로 부양되게 될 수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해성 방사능 물질은 액체 상태로 이송되어 격납 건물 바닥에 

떨어진다. 격납 건물내 과도압력이 걸리는 동안 일부 공기중 부양된 핵분열 생성물

은 격납 건물 밖으로 누출되어 대기중으로 나갈 수 있다.

•ECI 는 양쪽 노심 유로에 재충전되며 준 정상상태 유동 형태가 만들어진다.

•장기간 냉각이 LTC 계통 냉각수의 유동으로 유지되며 LTC 열교환기와 파단부분

을 통해서 잔열이 제거된다.

•격납 건물내 압력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이는 주로 사고 발생에도 작동하는 국부  

공기 냉각기(air-cooler)에 의해 에너지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주요 LBLOCA 상태 기간별 특성을 표 4.1.13에 요약하 다. 초기 blowdown 냉각기

간은 원자로가 정지 과정이 진행되고 HTS blowdown이 ECI 주입(rupture 디스크 열림)

전까지 계속 진행된다. 후기 blowdown 냉각, ECI 주입 및 ECI Refill 기간은 HTS의 

blowdown 이 계속 진행되는 것과 병행하여 ECI 재고 냉각수가 계속 HTS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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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냉각기간은 LTC 계통 냉각수가 노심 냉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구 유량

(recovery flow)을 계속 공급한다. ACR-7 원자로에서 임계 RIH 파단 LOCA인 경우 핵

연료 피복관 최고온도(PCT)는 초기 blowdown 냉각기간에 발생한다.

표 4.1.13  Major Events of Large Break LOCA

Event and 

System Response

Time 

(second)
Period

Break occurs 0.0 blowdown

Reactor trip initiated < 2.0 blowdown

LOCA signal < 3.0 blowdown

SG Crash cooldown initiated ∼ 35 blowdown

ECI Initiation ∼ 40
blowdown and 

ECI refill

LTC starts ∼ 200 LTC cooling

3. 연구 결과 및 활용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신형중수로 신규 안전해석 계통 및 안전해석방법론을 검토하여 가

동중 CANDU-6 원전 적용성 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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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형중수로 안전해석 방법론의 CANDU-6 적용성 평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신형중수로 안전해석방법론 특성 및 최적불확실도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여 가동중 

CANDU-6 원전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2. 최적해석방법론 선별적 적용방안 검토

가. ACR-7 원자로 안전 해석 방법론 특성 요약

ACR-7 원자로의 안전 설계 계통, 사고 등급 분류 및 허용 기준, 각 사고 등급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 해석 방법론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 다. ACR 원자로는 위험도 기반 방법

을 사용하여 안전해석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DBE 사고인 경우 매우 보수적인 해석을 수

행하며, DBE 사고와 제한적 노심 손상 사고에 모두 상세 모델을 사용하는 매우 정 한 안

전 해석방법이다. 또한,  중대 노심 손상 사고는 Level 2 PRA [1]수행하여 해석하도록 하

다. 사고 등급 분류, 허용 기준 및 목표치들은 완전히 국제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 다. 

ACR 원자로는 노심 핵 및 부품 특성에 기인하여 몇 개 과도 상태 및 사고 시나리오가 발

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즉, 음의 출력 반응도 계수는 원자로 출력 제어 손실을 

보정한다. 음의 기포 반응도는 LOCA 사고시 원자로 출력을 감소시킨다. 두꺼워진 칼란드

리아 튜브에 기인하여 압력관 파단 사고 이후에 연이어 발생되기 쉬운 칼란드리아 튜브 

파손과 같은 사고 발생을 감소시킨다. 한편, 안전계통의 특성으로서 ACR 원자로의 안전 

계통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다른 원자로 정지 계통을 구비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원

자로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 다. ECI와 LTC에 의한 비상노심 냉각은 LOCA 발생시 원자

로 냉각수 재고량과 핵연료 냉각을 유지한다. LTC 는 무한 열제거원을 제공한다.

나. 기존 CANDU-6 원자로 안전 해석의 주요 현안

기존 CANDU-6 원자로 안전 해석의 주요 현안인 LBLOCA, 원자로 경년열화, 원자

로 수명 연장 및 주요 부품 개선 업무[2]에 대해 검토하 다. 기존 CANDU-6 원자로는 

양의 냉각수 기포 반응도를 갖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LOCA 사고 발생 후 원자로 출력 펄스값이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기에 알려진 핵연료다발열 재배치 현상은 LBLOCA 사고 결과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과출력 상태에 대한 불확실한 현상 거동이 많으며 기존 극한적 

운전 이력 방법은 예측 결과를 과장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자로 설계 변경, 

원자로 운전 제한 혹은 새로운 핵연료 설계 등이 제안 되었다. 원자로 노후화에 따라 R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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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승, PT 압력관 직경 creep, 자관(feeder) 거칠기(roughness) 변화 등이 나타나며 

이는 냉각수 상실 사고 및 small LOCA 사고에 대한 정지 복구와 ROP 정지 설정치에 대

한 나쁜 향을 미친다. 이 향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어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일부 CANDU-6 원자로는 이미 이로인한 감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

로 노후화 및 양의 냉각수 기포 반응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CANDU-6 발전소

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Point Lepreau 및 Gentilly-2 발전소는 압력관 교체 및 

주요 부품 개선을 수행하여 원자로 수명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Bruce B 및 OPG 

발전소 중 일부는 CANFLEX 다발을 이용한 새로운 저기포 반응도 핵연료 사용을 고려하

고 있다. 향후 안전 해석은 기존 기준이 개선되고 새로 검증 개선된 코드 결과를 반 할 

것으로 예상되며 “plant aging”과 “LBLOCA”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1]으로 예

상된다. 또한, 원자로 수명 연장, 주기 관리 및 다른 부품 개선 프로그램에서 안전 해석 지

원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최적 불확실도 평가 방법

원자로 안전해석 방법론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 

안전 해석은 "극한적 결과 방법(the limit consequence approach)"을 사용하 다. 이 방

법은 극한적 운전 이력 조건하에서 변수를 고려하고 코드들이 명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

하는 불확실한 경우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예를 들면, LOECC 사고인 

경우에 모든 채널에 10g/s 의 증기유량이 흐르고, 이때 다발 출력 등은 모두 정상운전시 

운전 허용 기준 값에 해당하는 잠열 값이라고 가정하고 해석하 다. 이 방법은 그 당시 복

잡한 물리적 현상에 대한 R&D data 와 검증된 코드가 부족하여 채택된 방법이다. 따라서 

안전 해석 설계자는 비록 안전 여유도가 낮게 예측되더라도 보다 더 나쁜 사고 시나리오

에 대해서도 사고결과가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제 기관에 보여주어야 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계속된 R&D 노력에 기인하여 1990년대 초기부터 극한적 결과 방법론에서 벗어나 

점차 최적 해석(best-effort analysis), 극한적 운전 이력 해석 방법(LOE, 

limit-of-operating envelope analysis) 및 최적 불확실도 평가 방법(BEAU, best 

estimate and uncertainty analysis)으로 이전되었다.

BEAU 방법은 어떤 복잡한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상세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좋은 정량적인 안전여유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에서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위험도 기반 해석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해석 수행을 위해 매

우 성능이 우수한 전산 코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산업체에서는 산업체 표준 코드 체

계 설정, 코드의 검증 및 인증을 위한 공동 연구가 수행되었다. BEAU 해석 방법론에서 

전반적인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한 산업체간 광범위한 공동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세부 방



- 200 -

법론은 기관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 BEAU 방법에서는 주요 입력 변수에 대한 확률분포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는 코드 입력 변수에 대한 불확실도와 발전소 운전 변수에 대한 운

전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입력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는 Monte-Carlo 

기법으로 무작위로 도출된 하나의 입력 사고 경우가 된다. 이 사고 경우에 대해 계산이 수

행되어 출력 변수 값을 얻는다. 이러한 계산 과정이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출력 

변수에 대한 분포를 얻을 수 있다. BEAU 해석 방법을 단계적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입력 변수 확인 작업으로서 주요 출력 변수와 이에 연관된 입력 변수 들을 확

인하고 이 입력 변수의 민감도 분석과 전반적인 불확실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

도를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순위와 어느 변수까지 고려할지 cutoff를 선택한다.

•이들 입력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들과 확률분포 함수를 정의한다. cutoff 이

하 범위에 포함되어 BEAU 해석에서 고려되는 각 변수들에 대해서는 최적 평가값

을 사용한다.

•이들 입력 변수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며 이 결과들을 이용하여 예상 결과 곡면

을 만들거나 코드를 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Monte-Carlo 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출력 변수에 대한 분포함수를 만든다.

BEAU 해석 방법의 주요 장점은 대형 LOCA시 출력펄스와 몇몇 유량 손실 사고와 같

이 매우 안전 여유도가 적게 예측되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BEAU 해석은 "극한적 결과 해석 방법" 보다는 매우 큰 값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안전 

여유도를 예측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단점으로는 최적예측을 하는 코드를 개발해 여러

종류의 주요현상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실험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된 코드의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해석의 불확실도를 정량화하기위하여 엄청난 량의 해석을 수

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카나다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원자력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최적안전해석방법을 현장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CANDU-6 적용가능 방법론 도출

앞서 기술된 ACR-7 원자로의 일반 설계 사양, 안전 계통 설계 사양, 안전 해석 방법

론 및 기존 CANDU-6 원자로 안전 해석의 주요 현안들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ACR-7 

원자로의 설계 특성과 안전 해석 방법론이 기존 CANDU-6 원자로보다 개선되었거나 신

규로 적용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세부적 요인에 의해 구현된다.

•노심 핵 및 부품 특성에 기인한 고유 안전성 향상

•주로 안전 계통 설계 변경에 기인한 공학적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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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사고 등급 분류 및 허용 기준 사용

•복잡한 물리적 현상에 대해 R&D data 혹은 검증된 코드를 바탕으로 보다 더 정확

하고 상세한 모델 사용 

•발생 빈도가 큰 DBE 사고인 경우는 기존 방법보다 더 보수적인 사고 전개를 가정

하고, 발생 빈도가 거의 없는 LCD 및 SCD 사고인 경우에는 원자로 설계 중심적인 

사고 전개를 가정하여 보다 더 실질적인 안전 여유도를 예측하도록 하는 위험도 기

반 안전 해석 방법 사용

위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에 기술된 ACR-7의 고유 안전성 및 공학적 안전성 향상 

요인은 기존 CANDU-6 원자로 안전해석에 바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양의 냉각수 기포 반응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더 심층적 방어 설계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저기포 반응도 핵연료 사용, 원자로 안전 계통 설계 변경 등과 같이 원자로의 총체

적 구조 변경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나머지 세 개 항목은 ACR-7 원자로에 적용되는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이다. 이는 기존 CANDU-6 원자로에 적용하고 있는 결정론적 안전 해석 

방법과는 다르게 사고 등급에 따라 보수적 혹은 설계 중심적 가정을 하고 물리적 모델은 

가능한 상세한 최적 모델을 사용하며 위험도 기반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하는 '최적 불확

실도 평가 방법(BEAU)'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도 기반’의 의미는 ‘위험도 정보를 의사 결정의 중추적인 정보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ACR-7 원자로와 같이 신형 원전에서 신규 설계 및 규제 요건을 

개발하고 확률론적 안전기준 적용하는데 사용하며 이 경우 심층적 방어 및 안전 여유도는 

보조적 설계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존 CANDU-6 원자로와 같이 이미 결정론적 방

법으로 안전 해석이 수행되었고 심층 방어를 기본 안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동 중 

원전에 ‘위험도 기반’ 방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규제 기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위험도 

정보 활용(risk-informed)’ 방법[3]이 있는데 이는 ‘의사 결정의 여러 가지 정보중의 하나

로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그림 4.2.1과 같이 가동 중 원전에

서 사용하는 기존 설계 및 규제 요건 등을 활용하여 결정론적 안전 해석 수행과 병행하여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확률론적 안전 해석을 함께 수행[1]하는 것이다. 결정론적 안전 해

석에서 검증하는 심층 방어에 대한 기본 안전 원칙과 확률론적 안전 해석에서 수행된 확

률론적 안전 목표 결과를 병행 검토하여 일부 기존 성능 및 규제 요건의 변경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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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분석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

확률론적 
안전목표 검증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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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적 
설계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확률론적 
안전목표 검증

인허가

불확
실성

성능 및 규제 요건

설계 특성 및 발전소 배열선정

결정론적 
설계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확률론적 
안전목표 검증

인허가

심층
방호

불확
실성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

(a) Deterministic          (b) Risk-Based            (c) Risk-Informed

그림 4.2.1 Overall Flow Charts of Safety Analysis Methods

4. 연구 결과 및 활용

신형중수로 안전해석방법론을 검토하여 가동중 CANDU-6 원전에 선별적으로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ACR-7 원자로 안전 해석 방법론 특성을 요약하고 기존 

CANDU-6 원자로 안전 해석의 주요 현안 및 최적 불확실도 평가 방법을 기술하 다.

신형중수로 안전 성능이 기존 CANDU-6 원전보다 개선된 항목을 분류하면 안전계통 

설계 변경등과 같이 고유 안전성 및 공학적 안전성 향상 요인에 기인한 것과 위험도 기반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하는 최적 불확실도 평가 방법에 기인한 것이다. 이 중 안전계통 설

계 변경은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기존 CANDU-6 원자로의 수명 연장이나 전반적인 안전

해석재평가 요구시에 본 연구에서 검토된 위험도기반 혹은 위험도정보활용 최적 불확실도 

평가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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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년열화를 고려한 개선된 안전해석 방법론

1. 개선된 WIMS-CANDU/RFSP의 경년열화시 노심평가 모델 개발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수형 원자로의 노심 안전해석을 위해 개발 중인 WIMS-CANDU 코드를 사용하여 

경년열화에 따른 노심 향 평가 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나. CANDU의 노심내 중성자 속 분포 계산을 위한 이론 모델 개발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방법은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으로 격자내의 중

성자속 분포를 선형적 분포로 가정하여 cell-averaged fuel properties를 이용하여 계산하

고, 노심 내 반응기기의 증분단면적의 향은 smearing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 한편 중성자속을 점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pointwise method는 격자를 핵연료와 

감속재로 나누어 그들의 접촉면에서는 current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중성자속을 

계산하며, 노심내 반응기기는 mesh volume으로 다루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보다 pointwise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핵연료 역에서 더욱 정확한 중성자속 

분포를 구할 수 있고, 연소도 또한 보다 정확하게 얻어질 수 있다.

WIMS-CANDU를 사용해 산출한 연료 특성을 WIMS-CANDU/개선된 노심 코드 

체계에 적용함으로서 종전의 방법과 달리 연료봉과 감속재 역을 구분하여 노심 내 중성

자속을 점 분포 형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존의 계산방법(그림 4.3.1(왼쪽))의 격자모델은 격자 전체의 반응율 계산결과를 적용

하여 연료와 감속재 역의 구분 없이 한가지의 연료특성을 사용하나 새로운 방법(그림 

4.3.1(오른쪽), 그림 4.3..2)에서는 연료와 감속재 역에 각기 다른 반응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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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및 활용

Pointwise method를 적용하여 개선된 노심 코드를 이용하여 중성자속 분포를 계산하

고, WIMS-CANDU/개선된 노심코드 체제를 이용하여 노심 출력을 계산한다. 또한 가동

중 중수로의 경년열화에 따른 압력관 크립률 증가에 따른 노심 출력 향 평가에 활용하

고자 한다.

2. 경년열화를 고려한 열수력 안전해석 방법론 개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 가동중인 중수로 4기의 운 연도가 10년 이상(월성 1호기는 20년 이상) 증가됨에 

따라 원전 열수송계통을 구성하는 구조물 및 기기 부품들의 경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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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경년열화가 원전 열수송계통에 미치는 향 및 경년열화 향 열수력 인자의 안

전해석 적용 방법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혹은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재평가 수행시 대비하여 경년열화(ageing)를 고려한 열수력 안전해석 

방법론 개선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

(1) 경년열화가 원전 열수송계통에 미치는 향

국내 가동중인 중수로 4기의 운 연도가 10년 이상(월성 1호기는 20년 이상) 증가됨에 

따라 원전 열수송계통을 구성하는 구조물 및 기기 부품들의 경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

년열화에 의해 열수력 현상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주요 부품의 조도 (입.출구 자관, 엔드

피팅, 압력관, 증기발생기 튜브 등), 압력관의 크립 변형 및 원전 열수력 운전 조건 (입구 

모관 온도, 입출구 모관사이 압력강하, 핵연료 채널 유량 분포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향 인자의 상호 작용 검토한 결과 주요 부품의 조도 및 압력관의 크립 변형은 열수송계

통내 수력 저항 (유효 유동 저항) 및 열전달 성능을 변화시키므로 채널 유량 등 원전 열수

력 운전 조건이 변하고 궁극적으로 운전여유도 및 안전해석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압력관 크립[1]은 압력관 직경이 늘어나는 것이 원자로 열수송 계통 운전 조건에 직접

적으로 향을 미치는데, 이는 노심 유량 증가, 입구 모관 온도 상승 및 양단 모관 사이 압

력강하 감소 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압력관 크립은 원자로 운전 수명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한다. 따라서 압력관 크립이 진행되는 동안 증기 발생기, 입구 및 출구 자

관(feeder) 등 열수송 계통 부품 표면에 이물질(crud)이 부착되어 있어 수력 저항이 증가

되어 있으므로 실제 원자로 운전 조건을 예측하기 어렵다. 압력관 크립은 직접적으로 핵연

료다발과 압력관 상부 사이의 유동 면적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수로 유동의 재분배를 

유발하여 유효 유동 저항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채널유량은 증가하지만 핵연료다발의 열

전달에 비효율적인 압력관 상부의 우회 유량이 증가하여 임계채널출력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향은 중수로용 개량핵연료 개발 과제[2]에서 수행

된 경수 임계열유속 시험에 의해 평가되었다.

(2) 경년열화 향 열수력 인자의 안전해석 적용 방법 검토

경년열화를 고려한 열수력 안전해석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로 운전 수명동안 

주요 부품의 조도와 압력관 크립 변형 및 원전 주요 열수력 운전 조건 등이 측정 혹은 신

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입․출구 자관, 엔드피팅, 압력관 등 주요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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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해석 재평가 대상 원전에서 

수행된 압력관 교체 및 증기발생기 튜브 청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수리 이력이 확보되

어야 한다. 가동중 중수 원전에서 일정 주기마다 고출력 및 저출력 몇 개 대상 채널에 대

한 핵연료 압력관 검사[3]가 수행되고 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전장체적검사, 치수변화/내

면검사, 가터스프링 위치검사, Rolled Joints 부위 체적검사, 압력관 처짐검사 및 압력관 

재질성분 조사 등이다. 이 중 열수력 유동 현상에 지배적으로 향을 미치는 압력관 직경 

크립 변형은 치수변화/내면검사 자료로부터 얻게 된다. 가동중 중수 원전의 주요 열수력 

운전 조건 자료는 거의 매일 측정 및 계산되어 저장되는데 원자로 운전 경계 조건인 입구 

모관 온도, 입출구 모관사이 압력강하 자료가 경년열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원전 

주요 부품의 수리 이력에 따라 어떤 향을 받는지 예측되어야 한다. 

한편, 경년열화는 CANDU-6 원자로 설계시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현상이므로 향후 

열수력 설계 및 안전해석 코드에 경년열화를 고려한 물리적 현상 예측 모형이 적절히 반

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원전 운전 조건 자료는 열수력 설계 및 안전해석 코드의 경

계 조건 자료로 사용되는데 경년열화 및 주요 부품의 수리 이력에 따른 예측이 어려우면 

실제 원전 운전 조건을 사용하거나 불확실도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80개 채널 유량 및 건도 분포에 향을 미치는 압력관 크립 변화량은 경년

열화를 반 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가동중 중수 원전에서 일정 주기마다 측정되는 몇 

개 채널[1]에 대한 핵연료 압력관 검사 자료로부터 380개 채널의 압력관 직경 크립 변형을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캐나다 AECL은 많은 CANDU-6 원자로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

탕으로 압력관 크립을 예측하는 RC-1980 코드를 개발하 는데, 이는 각 핵연료채널의 전

출력일(EFPD, effective full power day)에 따라 압력관 최대 직경 크립을 예측한다.  그

러나 RC-1980 코드는 국내에 전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압력관 크립 예측은 캐나다 AECL

에 의존하여 계산되고 있다. 국내 독자적으로 압력관 크립 예측 모형 개발에 앞서 경년열

화를 고려한 열수력 설계 및 안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핵연료채널의 EFPD에 따

른 최대 압력관 크립 변형률과 축방향 직경 변화 모양을 가정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x10
3
, 4x10

3
, 5x10

3
, 1x10

4
 EFPD 에 따라 최대 압력관 크립이 

약 1%, 2.2%, 3.3% 및 5.5% 선형적으로 각각 증가하고 축방향 모양은 하류방향으로 기울

어진 모양(exit-skewed cosine-shaped)[1]을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압력관 교체에 

의해서 새로운 압력관이 설치된 핵연료채널이 있는 경우 교체 시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EFPD 값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기술된 경년열화에 따른 운전 조건 및 기하학적 변수가 정확히 고려되더라

도 열수력 설계 및 안전해석 코드가 경년열화를 고려한 물리적 현상 예측 모형[1]이 반

되어 있어야 한다. 압력관 크립에 따른 단상류 및 이상유동 압력강하, 임계열유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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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ryout 열전달 계수 예측 모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회로 분석을 대

비하여 증기발생기 및 열수송 펌프등 주요 기기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 연구 결과 및 활용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경년열화 향 인자 검토 내용은 향후 국내 경년열화를 고려한 열

수력 안전해석 방법론 구축에 활용가능하다.

참고 문헌

[1] Presentation Material of NUCIRC Code, PART II

[2] 석호천 외 13명, “중수로용개량핵연료 실용화연구”, KAERI/RR-2398/2002,  

2003. 5.

[3] 조문성외 6 명, “이상유동 핵연료관 건전성 평가 기술개발”, 

KAERI/RR-2545/2004,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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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수로 안전해석 절차서 보완 및 개선

제 1 절  미 CE사 안전해석 절차서의 CANDU-6 적용성 검토

1. CE사 안전해석 Design Manual 검토

중수로 안전해석 절차서 작성을 위해 광 3, 4호기 냉각수 상실사고 안전해석 설계 

절차서를 벤치마킹하 다. 상기 설계절차서는 광 3, 4호기 공동 설계 파트너 던 미국 

CE (Combustion Engineering) 사의 LOCA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KAERI/CE가 공동으

로 생산한 문서이다[1]. 절차서의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서론

냉각재 상실사고의 개요와 허용기준 등을 명시하 다.

나. 대형배관 파단사고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LOCA 안전해석 관련 설계분야 요청자료 목록 및 분야별 DB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다. 대형배관 파단사고시 ECCS 성능해석

LBLOCA 개요 설명 및 그림 5.1.1의 코드 해석 체계에 따른 코드 개요, 가정, 입력자

료 작성, 코드 실행 및 결과 파일 생산 등을 설명하고 허용기준과의 적합성 제시 및 다른 

업무 분야로 전달하는 데이터 명시, 관련 SAR 문서의 작성(목차, 표 및 그림)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분류․제시하 다.

   - Blowdown Analysis (CEFLASH-4A)

   - Refill/Reflood Analyis (COMPERC-II)

   - Steam Cooling Heat Transfer Analysis (PARCH/HCROSS)

   - Hot Rod Heat Analysis (STRIKIN-II)

   - Core-wide Oxidation Analysis (COMZIRC)

라. 소형배관 파단사고시 ECCS 성능해석

SBLOCA 개요, SBLOCA 해석을 위한 가정, 입력자료 작성, 코드 실행 및 결과 파일 

생산 등을 설명하고 허용기준과의 적합성 제시, 관련 SAR 문서의 작성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분류, 제시하 다.

   - Blowdown Analysis

   - Refloo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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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el Rod Heatup Analysis

마. LOCA 이후 장기 냉각 해석

Long Term Cooling(LTC) 개요, LTC 해석을 위한 가정, 입력자료 작성, 코드 실행 

및 결과 파일 생산 등을 설명하고 허용기준과의 적합성 제시, 관련 SAR 문서의 작성 가이

드를 다음과 같이 분류, 제시하 다.

   - Post LBLOCA LTC Analysis

   - Post SBLOCA LTC Analysis

바. Blowdown Loads 해석

Blowdown Loads 개요, 해석 방법, 해석결과 처리, 관련 SAR 문서의 작성 가이드를 

제시하 다.

본 절차서는 경수형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관련 전산코드와 연계하여 분

류하고 각 사고에 대해 개요, 해석 방법, 해석 결과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하고 있다. 원자로 형태가 상이함에 따라 대상 사고와 전산코드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으

나 문서의 골격을 벤치마킹하여 중수로 안전해석 설계절차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5.1.1. CE LBLOCA 평가모델 코드 해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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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ERI Design Manual 구성 방안

가. 대상 사고 분류

월성 2,3, 4호기 최종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참조하여 중수로 안전해석 설계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 사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1) 대형 파단 사고

      - 일차회로내의 대형 파단 사고

      -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상실을 동반한 일차회로내의 대형 파단 사고

(2) 소형 파단 사고

      - 일차회로내의 소형 파단 사고

      -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상실을 동반한 일차회로내의 소형 파단 사고

(3) 기타 사고

      - 압력관 파단 사고

      - 채널유동 차단 사고

      - 종단이음관 파손 사고

      - 피더 파단 사고

      - 단일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 다중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 유량 상실/IV 등급 전원 상실 사고

      - 냉각재 펌프 고착 사고

      - 반응도 제어 상실(LORC) 사고

      - 입력 및 재고량 제어 상실 사고

      - 주 증기관 파단 사고

      - 급수 사고 사고

      - 이차측 압력 제어 상실 사고

      - 감속재 사고

      - 종단차폐 냉각 상실 사고

나. Contents 구성

중수로 안전해석 설계절차서는 앞에서 명시한 각각의 사고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준

으로 사용자가 해석 및 문서 작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한

다.

(1) 사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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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순차적인 설명 제시

(2) 사고 해석 및 문서화

       - 사용 코드 개요

       - 가정 및 해석 절차

       - 입력자료 작성 요령

       - 전산 코드 실행

       - 결과 파일 생산

       - 허용기준과의 적합성 제시

       - Interface Data

       - 관련 SAR 문서(목차, 표 및 그림)의 작성 가이드 제시

설계절차서 만으로 모든 설계 및 해석 업무를 커버할 수는 없다. 즉 특정 사고 해석을 

위한 수학적 모델은 Topical Report에서 설명되어지며, 전산코드 입력 자료 계산을 위해

서는 관련 계산보고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설계절차서는 이들 문서들을 순차적으로 연결 

지어 줌으로써 설계자가 불편없이 안전해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Design Manual for the Loss-of-Coolant Accident Safety Analysis Using the 

Combustion Engineering LOCA Evaluation Models, C-E Inc., Decemb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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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고해석 분야별 안전해석 절차서

1. 노심 출력펄스 계산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중수로의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의 경년열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전의 안전해석에 필요한 기술을 문서화함으로써 안전성 평가 시 수반될 시행착오

와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자 안전해석 절차서를 작성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열수송

계통의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 시 노심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력펄스 안전해석 

절차서를 작성한다.

나. 연구 내용

(1) 사고 정의

일차 열수송계통(Primary heat transport system)의 대형파단 사고 시 노심 압력관 

내에서 기포가 발생함에 따라 감압과 비등 등의 현상이 생기게 된다. 특히 파단이 된 회로

(Loop)의 하류방향에서 냉각재 도가 현격히 감소하며, 이에 따라 압력관 내에 발생하는 

기포는 냉각재 제어계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의 기포반응도를 주입하게 된다. 이것

은 원자로의 출력을 급격히 증가시키며(출력펄스), 핵연료의 온도 또한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핵연료와 압력관의 파단이 일어날 수 있다. 대형파단 사고 시 고려되는 배관은 노심 

입출구 모관과 펌프흡입관 (직경 25∼50cm)의 경우이며, 각 파단위치에서 고려되는 최대 

파단 크기는 100% 파단이다. 파단 위치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표 5.2.1) 100% 파단시, 파

단 크기는 파이프 단면적의 2배를 의미하며, 100% RIH, 100% ROH, 100% PS 파단 면

적은 각각 0.213m
2
, 0.2594m

2
, 0.3082m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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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파단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사고 분류

초기 원자로 출력 파단 위치 파단 크기 계산 노심 유형

103 %

헤더 입구 모관

20 %

30 %

40 %

100 %

초기노심 또는

평형노심
헤더 출구 모관

60%

80%

90%

100%

펌프 흡입관

30%

50%

70%

100%

(2) 사고 해석 코드와 버전

표 5.2.2 사고해석코드와 버전

코드 버전 Documentation

CATHENA MOD3.5Rev.0 THB-CD-012

RFSP RFSP-1200G TTR-370

TRIPDPG TRIPDPG1.103 TTR-316 Rev.1

(3) 코드 입력 자료 모델링

(가) 열수력 모델링

두개의 loop중 파단이 난 회로의 downstream을 출력, 채널위치, header/feeder 연결

부의 위치에 따라 7개의 채널로 모델링한다. 손상되지 않은 회로는 group 1과 group 2로 

표시되며, 파단된 회로의 return pass는 group 3으로 표시된다. 각 채널은 12개의 node를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표5.2.3, 그림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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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채널위치, header/feeder 연결부 위치 및 출력에 따른 채널의 

그룹

채널개수 채널 높이 연결부 위치 채널 출력

Channel 
group 4

16 
mid-high
(inner core)

low ≧6MW

Channel 
group 5 8

mid-high 
(inner core) high ≧6MW

Channel 
group 6

15 mid-low
(inner core) low ≧6MW

Channel 
group 7

9
mid-low
(inner core) high ≧6MW

Channel 
group 8

16 highest low <6MW

Channel 
group 9

16 mid low <6MW

Channel 
group 10 

15 lowest low <6MW

(나) Reactor physics 모델링

POWDERPUFS-V를 이용하여 격자 단면적을 생성하고 RFSP를 이용하여 출력 계산

을 수행한다. RFSP에서 사용되는 Module들은 SIMULATE, INTREP, CERBERUS, 

TIME-AVER, INSTANTAN이다.

대형파단사고는 103% 전 출력시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임계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론의 주입이 필요하다. 평형노심에서는 보론의 주입이 필요하지 않지만, 초기 노심에서

는 원자로 정지 상태에서 부터 전 출력 상태에 도달한 순간에 LOCA가 발생했다고 가정

하기 때문에 5.664ppm의 보론의 주입이 필요하다. 냉각재 순도는 초기노심에 대해 

97.33atom%, 평형노심에 대해 95.64atom%로 가정한다.

CERBERUS 계산에 사용될 지발중성자 데이터는 DND module을 사용하여 계산하

고, 정지계통 I의 shutoff rod중 2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정지계통의 가동 시간

은 INTREP module로 계산되고, 노심내의 detector flux자료에 의해 TRIPDPG로 계산

하여 트립시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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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Two-loop network 모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 8 3 8 1 2 1

B 8 3 8 3 8 3 2 1 2 1 2 1

C 8 3 8 3 8 3 8 1 2 1 2 1 2 1

D 8 3 8 3 8 3 4 3 2 1 2 1 2 1 2 1

E 8 3 8 3 4 3 4 3 5 1 2 1 2 1 2 1 2 1

F 3 8 3 4 3 4 3 4 3 2 1 2 1 2 1 2 1 2

G 3 9 3 9 3 4 3 4 3 4 1 2 1 2 1 2 1 2 1 2

H 9 3 9 3 4 3 4 3 4 3 2 1 2 1 2 1 2 1 2 1

J 9 3 9 3 5 3 5 3 5 3 4 1 2 1 2 1 2 1 2 1 2 1

K 3 9 3 4 3 5 3 5 3 5 3 2 1 2 1 2 1 2 1 2 1 2

L 9 3 9 3 4 3 4 3 5 3 4 1 2 1 2 1 2 1 2 1 2 1

M 3 9 3 6 3 6 3 6 3 7 3 2 1 2 1 2 1 2 1 2 1 2

N 9 3 9 3 6 3 6 3 7 3 7 1 2 1 2 1 2 1 2 1 2 1

O 3 9 3 9 3 6 3 6 3 7 3 2 1 2 1 2 1 2 1 2 1 2

P 3 9 3 9 3 6 3 6 3 7 1 2 1 2 1 2 1 2 1 2

Q 10 3 10 3 6 3 6 3 7 3 2 1 2 1 2 1 2 1 2 1

R 10 3 10 3 6 3 6 3 7 1 2 1 2 1 2 1 2 1

S 3 10 3 10 3 6 3 7 3 2 1 2 1 2 1 2 1 2

T 3 10 3 10 3 6 3 7 1 2 1 2 1 2 1 2

U 3 10 3 10 3 10 3 2 1 2 1 2 1 2

V 3 10 3 10 3 10 1 2 1 2 1 2

W 3 10 3 2 1 2

(다) Neutronics-thermalhydraulics Coupling

CERBERUS를 실행하여 정상상태에서와 과도상태 (transient)에서는 각 시각별로 10

개의 채널에 대하여 각 node별로 잔열을 포함하는 3차원 출력 분포가 생성된다. 

CATHENA는 CERBERUS에 의해 얻은 출력 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계산 시각에 

CERBERUS계산에 필요한 냉각재 온도와 도, 핵연료 온도를 계산한다. CATHENA에

서 계산된 냉각재 온도와 도, 핵연료 온도는 다시 CERBERUS의 입력자료로 이용되어 

다음 시각에서의 출력을 계산하게 된다.

(4) 정지계통의 유효성 평가

대형배관 파단사고 시 정지계통을 가동함으로서 일차열수송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 평가하기 위해 정지계통 가동 시각까지(대개 2∼3초 이내) 출력펄스에 의해 발생하는 

핵연료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핵연료 파단의 제한치(월성2/3/4호기의 경우 840J/g 미만)와 

최대 다발 출력치(935kW 미만)를 넘지 않는 경우에 정지계통의 유효함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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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및 활용

일차 열수송 계통의 대형 파단사고시 출력 펄스 안전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

2. 대형배관 파단사고에 대한 계통 안전해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펌프 흡입관 55% 및 출구헤더 100% 파단사고에 대한 세부 계통 안전해석 절차서 작

성하여 월성 2/3/4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해석 결과에 대한 

계통 안전해석 수행의 사용자 지침으로 활용한다.

나. 절차서 내용

(1) 사고 정의

대형배관파단 사고는 일차 냉각재 상실사고에 해당한다. 일차냉각재계통을 이루는 배

관으로는 노심 내의 압력관, 노심 상부의 모관과 노심 내 채널들을 연결해주는 작은 직경

의 (8cm 이내) 배관인 피더관들, 그리고 노심 입출구 모관들을 냉각재 펌프와 증기발생기

를 관통하는 비교적 큰 직경의 배관과 2개의 회로(Loop)들이 있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직

경은 1cm 이내의 작은 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형냉각재 배관파단 사고는 이들 배관 

중에서 노심 입출구 모관과 펌프흡입관 (직경 25∼50cm)의 파단을 고려한다. 모든 파단위

치에서 고려되는 최대 파단 크기는 100% 파단이다.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파단 면적은 파단 크기의 2배가 된다. 그 이유는 동일한 파단 

크기만큼 파단 부위의 양쪽으로 냉각재가 누출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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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분류

표 5.2.4 파단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사고 분류

초기 원자로 출력 파단 위치 파단 크기 계산 노심 유형

103%

헤더 입구 모관
20%
30%
40%
100%

초기노심 또는
평형노심헤더 출구 모관

60%
80%
90%
100%

펌프 흡입관
30%
50%
70%
100%

(나) 펌프 흡입관 50% 파단

펌프 흡인구와 연결된 배관 면적의 50% x 2=100%가 파단 면적이 된다.

- 파단 면적 = 펌프 흡입관 유동 면적 = 0.1541m
2
 

(다) 출구헤더 100% 파단

채널 출구와 연결된 헤더의 유동 면적의 100% x 2=200%가 파단 면적이 된다.

- 파단 면적 = 2 x 0.1297m
2
 = 0.2594m

2
 

(2) 사고 해석 코드

(가) CATHENA

-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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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CATHENA 버전 분류

버전 플랫폼 소스코드 유무 비고

CATHENAb/Rev.

0
Appollo x

월성 2/3/4호기 

인허가 계산용

CATHENAb/Rev.

1
HP O

단일채널 해석 및 

인허가 이후 사용

CATHENAb/Rev.

1
Window PC O

2003년 이후 자체 

개발

CATHENAc/Rev.

1
HP x

CANFLEX 개발 

이후 사용

(3) 코드 입력 모델 작성

(가) CATHENA 기본 입력자료 작성

평균채널은 한 개의 노심경로에 있는 95개의 입구피더, 핵연료 채널 및 출구피더에 대

해서 평균한 하나의 가상 채널이다. 한 개의 노심경로에 있는 95개의 채널을 한 개의 대표 

채널로 모델링하면 단일평균채널이 되고 그룹별로 나누어 여러 개의 가상 평균채널로 모

델링하면 다중평균채널이 된다. 따라서 몇 개 채널들을 하나의 평균 채널로 묶고 

CATHENA 입력 데이터들 (길이, 고도, 유동면적, 직경, 표면 거칠기, 유동손실, 유동체적, 

열전달 내경 및 외경)에 대한 평균값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더의 평균화가 요구된다. 

CATGEN6 프로그램은 단일 및 다중평균 채널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CATHENA 입력자

료를 생성한다. 또한 CATGEN6 는 각 노심경로에서 실제 기하학적 구조 (입구피더 및 출

구피더)를 갖는 각각의 단일채널의 입력자료도 생성할 수 있다.

중수로 수평채널 내의 성층화된 유동 조건에 대한 채널 단면의 평균 기공율로 부터 각 

37개 핵연료다발에 접촉하는 냉각수의 기공율 ( α wet)을 구한다 (관련 프로그램: 

BUNDLE).

채널 내 부품간의 복사열전달 계산을 위한 view factor matrix를 구한다 (관련 프로

그램: MATRIX).

CATHENA 입력자료 생성을 위한 참고 문헌은 다음 표 5.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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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CATHENA 입력자료 참고 문헌

항목 주요 입력자료 내용 보고서 번호

헤더 아래쪽 열수송 계통

핵연료 채널

α wet, α dry  계산

view factor 계산

86-03500-AR-009

헤더 위쪽 열수송 계통
입출구모관, 일차측 증기발생

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86-03500-AR-010

증기 및 급수 계통 증기발생기 2차측 모델 86-03500-AR-011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중압,저압 주입계통 86-03500-AR-012

CATGEN6
월성 2/3/4호기에 대한 

CATHENA 기본 입력자료
86-03500-AR-012

기본적인 CATHENA 입력파일은 전체 계통이 모사된 주 입력자료와 제어 관련 보조 

입력자료들로 이루어진다. 보조 입력자료들은 주 입력자료에서 참조를 통해 사용되는데, 

그 내용은 표 5.2.7과 같다.

표 5.2.7 보조 입력자료 목록

파일명 보조 입력자료 내용

sc_bl_1.inp

sc_bl_2.inp

sc_bl_3.inp

sc_bl_4.inp

sc_bl_5.inp

sc_bl_6.inp

sc_bl_7.inp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

ecc.inp 비상노심냉각계통 모사

ps_fb_1.inp

ps_fb_2.inp

ps_fb_3.inp

가압기 수위 설정치 계산

가압기 히터 출력 계산

가압기 증기 취출 밸브 모사

lsrv.inp 증기발생기 안전방출밸브(SRV) 개폐 제어

lasdv.inp ASDV 개폐 제어

CATGEN6 월성 2/3/4호기에 대한 CATHENA 기본 입력자료

(나) 기본 CATHENA 입력파일을 수정

- 파단 위치/크기에 따른 노심 열출력 데이터

- 파단 크기에 따른 파단 면적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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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THENA 코드에 대한 계통의 노드화

계통 모델은 두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냉각재계통, 증기 및 급수 계통, 그리고 비

상노심냉각계통을 포함한다. CATHENA 코드로 구성한 계통 입력자료들에 대한 노드화 

그림을 그려서 사용자가 입력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2.2).

3 2

3 4

1

5

5 4CHAN2-1

CHAN1-1

3 2 1

3 4 5

3

3

5 4

1 2

21

5 4

4 5

2 1

5

1

CHAN3-1

CHAN4-1

43

3 2

1 2

2

4

1

5

IF2-1-

OF1-1-

OF3-1-

IF4-1-

HH13P5 HH13P3 HH13P1

HH13P4 HH13P2

STLF1 STLB1

ATM3

ATM2

ATM1

IF3-1-

OF4-1-

OFFA3-1

OEFF4-1 IEFF4-1

OEFD4-1 IEFD4-1

HH57P1 HH57P3 HH57P5

HH57P2 HH57P4

IEFA4-1

RISE1L3

SSDN3

STLF3 STLB3

ATM3

ATM2

ATM1

STLF4 STLB4

ATM3
ATM2

ATM1

STLF2 STLB2

ATM3

ATM2

ATM1

SDRT1

SSEP1

P3DIS3D P3DIS2D

OHD5

RISE2L3

P3DIS3U P3DIS2U

P3DIS1

RISE2U3 RISE1U3

P3SUCT

P3IN

B3IN

B3OUT SSP3 SSB3

SSM3

SST3

SSEP3

SDRT3

B3BUP
B3PRE

B3MDN

B3TDN B3TUP

B3MUP

FWP2

FWP1

DEAR

FLPS AFLPS

AFLPDFLPD

FWHTR

FWL

FWHDR

FD1PMP1

D2OFVP1

FEED

FEEDBC

BLDECCH2 BLDECCH6

D2OBV1H2 D2OBV1H6

BLDIH2

BLDIH6

BLEED

BLEEDBC

FWP3

FWP4

REHTR

STEXT

STDHR STP

TURB

COND

B2TDN

SDRT2

SSEP2

B2TUP

SST2

SSM2B2MDN B2MUP

B2PRE B2BUP

SSDN2

SSP2 SSB2

B2INB2OUT

P2IN

P2SUCT

TANKBC

TANKBK

TANKL1TANKL2

PRSTNK

PLINE

PL1-OH3 PL1-OH7

PL2-OH3 PL2-OH7

P2DIS3U

P2DIS1

P2DIS2U
RISE1U2

P2DIS3D P2DIS2D

RISE1L2

IHD4
OHD3

OHD7

IHD8
RISE2L4

RISE2U4

RISE2U2

RISE2L2

RISE1L4

P4DIS3D P4DIS2D

P4DIS3U P4DIS2U
RISE1U4

P4DIS1

P4SUCT

P4IN

B4OUT

B4PRE

B4MDN
SSDN4

SDRT4

SSEP4

B4IN

SSP4 SSB4

SSM4

SST4

B4TDN B4TUP

B4MUP

B4BUP

PRZECCH7

PRZECCH3

PRESSURIZER

SG #4

MAIN STEAM SYSTEM

SG #3

SG #1 SG #2

FEEDWATER SYSTEM

IHD

OHD

ECC CONNECTION

IF1-1-IHD2

IHD6

OF2-1-

P1DIS1 RISE1U1

RISE1L1

RISE2U1

RISE2U1P1DIS3U

P1DIS2U

P1DIS3D P1DIS2D

B1TDN B1TUP

SST1

SSM1B1MDN B1MUP

B1PRE B1BUP

SSDN1

SSP1 SSB1

B1INB1OUT

P1IN

P1SUCT

FD1PMP3

D2OFVP3

FLRL

LRV2-OH7

LRV1-OH7 LRV1-OH3

LRV2-OH3

TANKBC

LRV7 LRV3

OHD1

그림 5.2.2 계통해석을 위한 CATHENA 입력자료의 노드화

(4) 코드 실행

(가)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

- Binary 파일: CATHENA 실행파일, View factor matrix 파일 (복사열전달 모델링

의 경우)

- ASCII 파일: 주 입력파일 및 제어 관련 보조 입력파일들 (표 5.2.7), 출력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보조 파일들 (필요시)

(나) 실행 명령어

- 예시) 실행파일명: CATHENA.exe

- $ CATHENA.exe [주 파일명]

(다) 실행 종류

- 정상상태 계산: 계산 값들이 일정한 값에 수렴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산을 

실행

- 과도상태 계산: 정상상태 계산 값을 초기 조건으로 해서 계산을 수행, 초기 조건을 

주 파일에 명시 (GENDECK 옵션 사용)하거나 정상상태 계산 이후 restart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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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성 파일

- *.lis 파일: CATHENA 입력 및 계산 정보가 담겨 있음.

- *.rst 파일: binary 형태의 파일로 모든 계산결과가 주 입력파일에서 지정한 계산 시

간 마다 저장된다. restart시에 초기조건 설정을 위한 참조 파일이 된다.

(5) 입력 오류 수정 및 코드 재 실행

입력 오류의 종류 및 대처는 다음과 같다.

입력 규칙 오류 (코드 실행 실패 동반)시에는 *.lis 파일의 내용을 검색하여 오류가 난 

입력자료 부분에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한다. 이에 대한 오류를 코드 사용자 매뉴얼

이나 관련 예제 파일들을 검토하여 정정한다. 여러 개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오

류를 해결해 나간다.

(6) 주요 변수 계산 결과 출력

주요 코드 계산들은 *.lis 파일에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계

산 결과나 이를 시간에 따른 추이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따로 보조파일을 통해 필요

한 출력 변수를 설정한다.

보조파일의 입력을 통해서 지정된 변수의 계산 값들은 지정된 시간 단위로 ASCII 파

일 형태로 저장된다.

단일채널 해석에서 사용되는 입출구 헤더 경계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표 5.2.8 단일채널 해석을 위한 헤더경계 조건 출력 변수들

위치 출력변수 명 내용

입구 모관 (HD8)

PRESS:IHD8(1)

HG:IHD8(1)

HF:IHD8(1)

VOID:IHD8(1)

압력 (Pa)

기체 엔탈피 (J/kg)

액체 엔탈피 (J/kg)

기공율 ( )

출구 모관 (HD5)

PRESS:OHD5(1)

HG:OHD5(1)

HF:OHD5(1)

VOID:OHD5(1)

압력 (Pa)

기체 엔탈피 (J/kg)

액체 엔탈피 (J/kg)

기공율 ( )

(7) 코드 계산 결과 정리 및 분석

같은 변수에 대해서 월성 2/3/4호기 FSAR 결과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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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ROH 100% 파단사고의 경우 주요 출력 변수들

출력변수 명 내용

MFLO:R-P4IN>BREAK3

MFLO:R-OH5IH6P1>L-OH5IH6P2

MASS:IHD6(1)>P3DIS3D(1)

INT_VOID:IHD6(1)>P3DIS3D(1)

TWALL:FUEL1-1(7,6,1,1)

MFLO:CHAN4-1(3.0)

파단유량 (kg/s)

ECCS 주입량 (kg/s)

파단회로 내 냉각재 재고량 (kg)

파단 회로 평균 기공율 ( )

핵연료봉 온도 (℃)

채널 내 유량 (kg/s)

다. 연구 결과 및 활용

본 연구에서는 CATHENA 코드를 이용한 계통 해석을 위한 절차 정리하 고, 기본 

입력파일을 기반으로 한 코드 해석 절차를 순서대로 기술하 다.

본 연구결과는 CATHENA 계통해석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 및 단일채널 해석용 헤더 

경계조건 생산에 활용된다.

3. 극한 채널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계산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상상태 (normal operation)에서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fission product 

inventory) 및 분포 계산은 단일 채널의 가상사고 물론이고 LOCA 등과 같은 사고 시에 

사고 순간과 사고 이후의 과도기에서 냉각재 및 감속재 등으로 누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핵분열 생성물은 핵연료의 출력 (power) 및 

연소도 (burnup) 이력에 의해 재고량과 분포 등이 결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자료 생산이 

사고 안전 해석 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수로 노심 내에서 단일 채널의 가상사고 380개 채널 중 어느 채널에서도 그

리고 운전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과 연소도 이력이 모두 다른 380개 

채널의 모든 핵연료 다발에 안전 해석 자료를 생성하여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우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극한 채널을 가정하여 이 채널에 대하여 가

상 사고에 대한 안전 해석을 수행하고 핵분열 생성물을 예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또한 안전 측면에서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극한 채널을 선정하

는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어야 하고 선정된 채널의 각 연료봉에 대한 성능해석 용 입력 자

료가 생성되어야 한다.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극한 채널 내 연료봉의 출력 연소도 자료는 37봉 핵연료다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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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과출력 이력 (limiting overpower envelop)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때 극한 과출력 이

력은 핵연료의 정격 출력 이력 (nominal power envelop)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정격 출력 

이력은 37봉 핵연료 다발이 모두 장전된 중수로의 평형 노심 (equilibrium core)에서 시간 

평균 (time-average)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구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37봉 핵연료 다발이 장전된 중수로 노심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건을 갖

는 극한채널을 가정하 고, 이 채널에 대해 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핵분열 생성물을 평가

할 수 있고, 또한 정상 상태 동안의 핵연료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연료봉의 기본적인 선

출력-연소도 자료를 생성하 다. 이들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운전 조건에서 극한 채

널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계산하고 해석 절차서를 작성하 다. 이러한 해석 방법론과 

절차는 CANFLEX와 같은 다른 중수로 핵연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려는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1) 사고 정의

• 단일채널 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핵연료 피복관 파손과 동시에 핵연료봉 내의 간

극 재고량 (gap inventory)이 즉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시

점까지 정상 운전 조건에서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연료봉 내 재고량 계산이 필

요하다.

• 사고는 중수로 노심 내 380개 채널 중 어느 채널에서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보수적인 조건을 갖는 극한채널을 가정하여 보수적인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계

산한다. 

• 극한채널에 대해 구한 재고량 결과는 단일채널 가상사고 시점의 핵분열 생성물 즉

발 방출량 (prompt release) 예측뿐 아니라 사고 후 과도기간 동안의 지발 방출량 

(delay release) 예측에도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 중수로 안전해석 시 고려하는 가상 설계 기준 사고 중에 핵연료 손상을 초래하는 

단일채널 가상사고인 피더 파단 (feeder break), 채널 유로 차단 (channel flow  

blockage), 압력관 파단 (pressure tube rupture), 종단이음관 파손 (end fitting 

failure) 등의 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

(2) 핵분열 생성물 계산 코드

• ELESTRES : 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핵연료봉 성능 평가 전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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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0 ELESTRES 버전 분류

버전 플랫폼 소스코드 유무 비고

ELESTRES M13B.9 HP x

ELESTRES M14A.9 HP O

ELESTRES IST 1.0 - 

Unix
HP x 2002년 도입

ELESTRES IST 1.0 - 

PC
Window PC x PC 사용 version

(3) ELESTRES 코드 입력용 기본자료 작성 [1]

• 평형노심 내 다발 출력-연소도 이력

   - 다발 정격 출력 곡선 (bundle nominal power envelop) :　평형노심 시간 평균법 

계산에서 얻어진 4560개 다발의 출력을 연소도의 함수로 도시한 후, 각 연소도 

시점에서의 최고 출력들을 이용하여 연소도에 대한 다발 출력 변화 곡선을 유도

하는 방법으로 설계 출력 곡선을 구한다. 이러한 다발 설계 출력 곡선을 정격 출

력 곡선 (nominal power envelop)이라고 하며 평형노심 시간 평균법 계산에서 

구해진 거의 모든 다발 출력을 포함한다. 정격 출력 곡선은 일반적으로 플루토늄 

첨두 (plutonium peak)에서 최대 다발 출력을 나타낸다.

   - 다발 극한 과출력 곡선 (bundle limiting overpower envelop) :　정격 출력 곡선

에서 플루토늄 첨두 시점의 다발 최고 출력을 원자로 설계 최대치인 935kW까지 

수직 상승시킨 핵연료 다발 출력 곡선을 극한 과출력 곡선 (limiting overpower 

envelop)이라고 하며 사고 안전 해석 시 이용하는 기본적인 출력 이력이다. 그림 

5.2.3은 37봉 핵연료다발에 대한 정격 출력 곡선과 극한 과출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 연료봉 극한 선출력 이력

   - 핵연료 다발의 극한 과출력 이력을 각각 연료봉에 대한 선출력-연소도 (element 

linear power-burnup history) 이력으로 변환해야 한다.

   - 플루토늄 첨두 시점에서의 연료다발의 상대적인 연료봉 출력 변환 인자 (radial 

power factor, RFP)와 연소도 변환 인자 (radial burnup factor, RBF)를 이용

하여 계산한다. 이런 방법으로 37봉 핵연료다발의 극한 과출력 곡선으로부터 외

환봉, 중간봉, 내환봉, 중심봉 각각에 대해 구한 연료봉 극한 선출력 이력은 그림 

5.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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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Nominal and Limit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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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석 용 극한채널 연료봉 선출력 이력

   - 극한채널 :　중수로 노심 내의 어떤 채널보다도 보수적인 조건의 극한 채널을 가

정하고 이 채널의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계산하여 단일채널 사고해석의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가정된 극한채널의 채널 출력은 최대 설계 채널출력인 7.3MW

이고 채널 내 12다발 중 2다발의 출력이 최대 설계 다발출력인 935kW이다. 극

한채널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고출력 채널인 O6 채널의 출력 분포를 모사하며 연

소도는 전체 노심의 다발 연소도를 비교하여 연료 방출 시점에서의 최대 연소도

를 갖도록 한다.

   - 극한채널 내 연료봉 선출력 이력 :　실제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 계산과 사고 해석

에 이용되는 극한채널 내 각 연료봉의 선출력 이력은 다발 과출력 이력에서 도출

한 연료봉 극한 선출력 이력과 극한채널 내 각 다발의 출력-연소도로부터 결정

된다. 연료 교체 시점에서의 극한채널 내 연료봉 선출력 값을 동일한 연소도에서

의 연료봉 극한 선출력 값과 비교하

여 만약 극한채널 내 연료봉 선출력 

값이 극한 선출력 값보다 크면 이 

연료봉은 해당 연소도까지 극한 선

출력 이력을 따라 연소되었다고 가

정한다. 만약 극한 선출력 값보다 작

다면 그림 5.2.5에 나타내었듯이 해

당 선출력 차이만큼을 교체시점까지

의 전체 연소도 범위에 대해 감소시

켜 선출력 이력을 구한다. 즉, 극한 

선출력과 평행한 이력을 갖지만 크기만 교체시점에서의 선출력 차이만큼 줄어드

그림 5.2.5 Development of Eleme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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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된다.

(4) ELESTRES 코드 입력 자료 [2,3,4]

• 극한 채널 내 12 다발의 각 연료봉에 대한 ELESTRES 코드 입력 자료를 작성한

다. 총 48개의 입력 파일이 작성되며, 각 입력 파일에는 분석을 수행하려는 대상 핵

연료다발의 제원, 냉각수정보, 각종 제어변수, 그리고 위에서 도출한 극한채널 내 

각 연료봉의 선출력 이력이 포함된다. 표 5.2.11은 극한채널 다발 1의 외환봉에 대

해 작성된 ELESTRES 입력 자료이다.

표 5.2.11 ELESTRES 해석용 입력자료
M13A 
    8    2
 REFERENCE GEOMETRY FOR WOLSONG-2 -bundle 1 outer elements- (MATPRO 11)
 DESIGN CENTRE DATA BASED ON AB-15 (FROM ZPI AND KEPCO) 
      
    1   30    12.200     0.180     0.825      0.00     10.60       0.0   481.710 
    2   37     3.250     0.078     0.380   -0.1013       0.0       0.0     0.800
    3    0   
    4    1              54.440      0.80      0.80
    5    0    542.00    11.053                 0.0       7.5      0.71          
   11    2               0.201     0.201
    9    3      -2.0      -4.0      -6.0      -8.0     -10.0     -12.0     -14.0 
   
   10    7     1.000     
                5.19     10.00
                5.59     20.00
                6.09     30.00       
                6.49     40.00
                6.99     49.22
                7.09     49.23
                7.44     -0.25
  0

(5) 코드 실행

•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

  - Binary 파일: ELESTRES 실행파일

  - ASCII 파일: 입력파일 ("INFILE" 이라는 이름으로 실행 디렉토리 내에 존재해야 

한다.)

• 실행 명령어

  - 실행: ELESTRES-IST.exe

  - 입력파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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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파일

  - OUTPUT : ELESTRES 해석 결과파일

  - 기타 파일: 다른 해석 코드의 입력자료로 이용되는 파일 생성 (참고문헌 참조)

(6) 입력 오류 수정 및 코드 재실행

• 입력 오류의 종류 및 대처

  - 참고문헌 [4]에 ELESTRES 실행 시 발생하는 Warning과 Error에 대한 대처법

이 기술되어 있다.

(7) 주요 변수 계산 결과 출력

  - 주요 코드 계산들은 OUTFILE 파일에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매 계산 단계 

마다 (즉, 연소도 증가에 따른 계산 단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8) 코드 계산 결과 정리 및 분석

  - 같은 변수에 대해서 월성 2/3/4호기 FSAR 결과와 비교한다.

다. 연구 수행 결과 및 활용

• ELESTRES 코드를 이용하여 37봉 핵연료다발이 장전된 극한채널 (limiting 

channel)에 대하여 단일채널 가상사고 발생 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재고량을 

계산하는 절차서를 작성하 다.

• 입력파일 작성과 해석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 다. 

  - 사고 정의/사고 해석 코드/ 코드 입력 모델 작성/입력 오류 수정 및 재 실행/주요 

변수 계산 출력/코드 계산 결과 정리 및 분석

• 다양한 중수로 핵연료다발에 대해 동일 절차의 적용이 가능하다.

• 단일채널 사고 후 과도기간 동안의 지발방출량 계산의 기본 자료로 이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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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STRES”,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TR-3309/2007, Dec., 2006.

[4] G.G. Chassie, “ELESTRES-IST 1.0 : User's Manual”, AECL, TTR-733, 

Rev. 1,  March, 2002.

4. 감속재 안전해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펌프 흡입관 55%, 출구헤더 100% 및 입구헤더 35% 파

단사고에 대한 감속재 안전해석 절차서를 작성한다.

나. 중수로 감속재 해석 절차 

(1) 해석 대상 정의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대형배관 파단사고시 1차측 냉각수의 냉각능력 상실은 

핵연료 채널 내 온도상승과 팽윤(ballooning)과 처짐(sagging)으로 인한 압력관/칼란드리

아관(PT/CT) 접촉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 PT/CT 접촉면을 통해 급격한 열전달이 일어

나고 칼란드리아관 외벽 표면에서 막비등이 형성되는데, 해당 역의 지역적 감속재 과냉

각도가 압력관의 파단으로까지 진행될지 판단하는 주요변수가 된다. 따라서, 본 해석은 칼

란드리아 용기안의 감속재를 대상으로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며, 정상상태 

감속재 유동 및 온도 분포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사고진행에 따른 감속재 유동 및 온도(과

냉각도)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해석의 후처리로 각 PT/CT 접촉 위치와 시간에서 지

역적 감속재 과냉각도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핵연료 채널의 건전성을 평가함으로써 해석

을 완료한다.

대상사고는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펌프 흡입관 55%, 출구헤더 100% 및 입구헤

더 35% 파단사고 등 감속재로의 열부하가 큰 사고를 우선 고려한다.

(2) 사고 해석 도구

중수로에서 감속재 해석의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개발된 해석방

법론은 ACR이나 CANDU-9형 중수로의 감속재 계통 설계에 적용되었다. 표 5.2.12는 감

속재 해석에 쓰이는 3차원 전산유체역학 도구를 정리한 것이다. 이 절차서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된 감속재 해석모델 CFX10-CAMO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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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2 감속재 전산유체역학 해석코드

버전 기반코드 소유 여부 비고

PHOENICS PHOENICS x
월성 2/3/4호기 

인허가 계산용

MODTURC-IST CFX-Tascflow x
카나다 IST 버전 

개발 중

CFX4-CAMO/Rev.

1
CFX-4 O

2004년 이후 자체 

개발

CFX10-CAMO/Rev

.1
CFX-10 O

2006년 이후 자체 

개발

(3) CAX10-CAMO 코드 입력자료 작성

칼란드리아관 다발이 있는 노심 역은 다공성 매질 근사법으로 처리하는데, 노심 

역에서 정확한 유동을 예측하기 위해 기공율과 수력학적 저항을 적절히 입력해야 한다. 기

공율은 월성 CANDU-6형 중수로에 의거하여 지름 0.131 m, 피치 0.286 m 의 380개 칼란

드리아관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값으로 입력되며, 수력학적 저항은 STERN Lab.의 실험식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 2

S
S

M i loss i
P US K u
L

ρ∆
= − = −

∆  ,      0.1724.54 Reloss tubeK
pitch

−=

이때, 위첨자 S는 superficial의 약자이고, Us=(porosity)☓U이다. 방사-방향 압력강하식
은 변수 “ResXY”이고 축-방향 압력강하식은 변수 “ResZ”이며, CEL Expression에서 변

경 가능하다. 입구 경계조건은 각 Diffuser의 4개 격실에서 4:6:6:4의 유량비를 갖는 노즐

면에 수직한 유속으로 정의하고 출구경계조건은 정압력 0으로 처리되며, 정상상태 열부하

는 출력맵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근사식으로 처리된다. 방사-방향 근사식은 변수 “SF 

R”이고 축-방향 근사식은 변수 “SF Z”이며, CEL Expression에서 변경 가능하다.

(a) 방사-방향 출력분포와 근사식

     

(b) 축-방향 출력분포와 근사식

그림 5.2.6 정상상태 열부하



- 231 -

과도상태 열부하 처리는 radiation direct heating과 접촉/대류 열전달을 구별하여 처

리하 다. Radiation direct heating은 간단히 정상상태 열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

고, 사고후 1초 근처의 출력급등과 이후 exponential decay를 포함. 접촉/대류 열전달은 

열수력 해석을 통해 얻어진 시간별, 단위 번들별 감속재로의 열부하를 데이터 형태로 읽어

서 에너지 방정식의 생성항으로 처리하 다. 그림 5.2.7은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입

구헤더 35% 파단사고에 대한 시간에 따른 열부하 곡선이다. CFX10-CAMO에서 Decay 

heat에 의한 과도 열부하는 User CEL Function인 “TRpower”로 처리하고, PT/CT 접촉

에 의한 열부하는 Junction Box Subroutine “rdinfile.F”, “tstepinfo.F”, 그리고 

“usersource.F”로 처리된다.

그림 5.2.7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입구헤더 35% 파단사고 사고과도시 

감속재로의 열부하 (A: PT/CT Contact; B: Direct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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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3 CFX10-CAMO의 User CEL Function과 Junction Box Subroutine

이름 주요 기능 함수종류

DensityD2O 온도에 따른 중수 도 산출 User CEL Function

TRpower
사고과도시 direct heating 열부하 처

리
User CEL Function

viscosityD2O 온도에 따른 중수점도 산출 User CEL Function

rdinfile

단일채널해석에서 얻어진 시간별, 

번들별 감속재로의 열부하 데이터 

읽어오기

Junction Box Routine

tstepinfo
과도계산시 timestep에 대한 정보 

읽어오기
Junction Box Routine

usersource

PT/CT에 희한 열부하를 시간별, 

번들별로 에너지 방정식의 생성항

으로 처리

Junctin Box Routine

(4) 코드 실행

(가)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

    - Def 파일: CFX-10의 run definition file

    - Res(or .trn) 파일: 과도계산시 초기조건으로 입력

    - 입력 파일: PT/CT 열부하 입력파일 (각 그룹당 1개씩, Post-Blowdown 

Phase의 경우 Critical Pass와 Non-Critical Pass 구분)

    - DLL 파일: 사용되는 Junction Box Routine들의 DLL 파일들

(나) 실행 방법

    - CFX GUI 구동 후 CFX-Solver에서 Run

(다) 실행 종류

    - 정상상태 계산: 계산 값들이 일정한 값에 수렴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산

을 실행

    - 과도상태 계산: 정상상태 계산 값을 초기 조건으로 해서 계산을 수행

(라) 실행 파일

    - *.out 파일: ASCII 형태의 output 파일.

    - *.res 파일: binary 형태의 파일로 모든 계산결과가 저장된다. restart시에 초기

조건 설정을 위한 참조 파일이 된다.

    - *.trn 파일: binary 형태의 파일로 과도 계산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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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가 저장된다.

(5) 입력오류 수정 및 코드 재실행

    - CFX User HELP Manual 참조

(6) 코드 계산 결과 정리 및 분석

계산 결과 파일로부터 각 채널위치에서 최대 감속재 온도를 산출한다. (CFX-Post나 

Tecplot 등의 소프트웨어 사용). 각 채널위치에서 비등점을 확인하고 최대 감속재 온도와

의 차로부터 최소 과냉각도를 산출한다. 각 PT/CT가 일어나는 위치 및 시간에 해당 위치

의 최소 감속재 과냉각도가 얼마인지, 한계 값으로부터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판별

한다. 그림 5.2.8은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입구헤더 35% 파단사고에 대한 감속재 

해석결과를 월성 2/3/4 FSAR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 5.2.8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입구헤더 35% 파단사고에 대한 최소 감속재 

과냉각도 해석결과

다. 연구 수행결과

CFX10-CAMO 중수로 감속재 해석모델을 이용한 해석절차 정리하 다. 본 절차서는 

감속재 해석에 있어서 해석 대상 정의/사고 해석 도구/코드 입력 모델 작성/코드 실행/입

력 오류 수정 및 코드 재실행/코드 계산 결과 정리 및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라. 연구결과 활용

이 문건은 CFX10-CAMO를 사용한 감속재 해석의 사용자 지침서로서 비상노심냉각 

상실을 동반한 대형배관 파단사고에 대한 중수로 감속재해석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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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채널 해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원자로 입구모관 35% 파단 및 펌프 흡입관 55% 및 원자로 출구모관 100% 

파단사고에 대한 Blowdown 및 Post-Blowdown 안전해석 절차서를 작성한다.

나. 절차서 내용

(1) 사고 정의

대형냉각재 배관파단 사고는  노심 입출구 모관과 펌프흡입관 (직경 25~50cm)의 

파단을 고려한다. 본 절차서는 이 중에서 상기 원자로 입구모관 35% 파단 및 펌프 흡입관 

55% 및 원자로 출구모관 100% 파단사고시 blowdown되는 원자로내 핵연료채널들에 

대한 열수력 안전해석 업무의 절차를 기술한다.

(가) 사고 분류

표 5.2.14 파단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사고 분류

초기 원자로 출력 파단 위치 파단 크기 계산 노심 유형

103%
헤더 입구 모관 35%

초기노심 또는
평형노심헤더 출구 모관 100%

펌프 흡입관 55%

(나) 펌프 흡입관 55% 파단

펌프 흡인구와 연결된 배관 면적의 55% x 2=110%가 파단 면적이 된다.

- 파단 면적 = 펌프 흡입관 유동 면적 = 0.1695m
2
 

(다) 출구헤더 100% 파단

채널 출구와 연결된 헤더의 유동 면적의 100% x 2=200%가 파단 면적이 된다.

- 파단 면적 = 2 x 0.1297m
2
 = 0.2594m

2
 

(라) 입구헤더 35% 파단

채널 입구와 연결된 헤더의 유동 면적의 100% x 2=200%가 파단 면적이 된다.

- 파단 면적 = 2 x 0.1065m
2
 = 0.07455m

2
 



- 235 -

(2) 사고 해석 코드

(가) CATHENA

- 버전: cathena 3.5b rev1. 또는 cathena 3.5c rev1.

(3) 코드 입력 모델 작성

(가) 코드 채널모델 기술

(a) Blowdown 해석모델

본 모델은 기존 월성 2,3,4호기 인허가시 사용한 CATHENA 핵연료 채널 모델과 

동일한 것이다. 핵연료채널을 수력학적으로 단일채널로 모사한다. 이 단일채널 내에 

37개의 핵연료봉을 각각 따로 모사하지 않고, 봉 출력 및 높이 수준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대표 핵연료봉을 가정, 이런 핵연료봉이 수개가 함께 있다고 

모사하고, 복사열전달 모델의 경우에만 개개 봉의 위치에 따라 핵연료와 압력관,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복사열전달 모델을 모사하여 전체 핵연료 채널모델을 구성한다.

Solid structure model은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핵연료봉을 포함하고, 보조 열전달 

모델은 복사모델, 고체-고체간 열전도모델, 핵연료채널 변형모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원자로 노물리해석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일차열전달계통(PHTS) 회로해석 및 Fuel 

Channel Blowdown해석에서 결과물로 계산되어 Fuel Channel Post-blowdown해석에 

경계조건이나 초기상태조건 입력으로 전달되는 해당 채널 입출구 및 채널 내의 주요 

상태변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열전달계통 주요 상태조건: 입․출구 헤더 과도조건, 해당 채널 출력펄스 및 

과도출력, 해당 채널내 장전 핵연료다발의 축방향 출력분포 및 다발내 봉별 출력비, 

해당채널 및 핵연료 다발의 기하학적 자료, 핵연료 채널 내 각 부수로의 기하학적 

자료 등

- Blowdown 계산 말기 조건으로는 각 핵연료 온도, 압력관 온도 및 변형된 압력관 

반경, 칼란드리아관 온도, 압력관내 임의 축방향 위치에서의 2상 냉각재 온도, 도, 

속도 및 압력, 채널 입구 냉각재 주입율 등이 있다.

(나) CATHENA 기본 입력자료 작성

앞에 기술된 핵연료 다발 및 압력관, 칼란드리아관, 그리고 입 출구의 end fitting 내의 

유동 역에 대한 기본 기하학적자료, 재료들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채널 열수력해석 

모델의 입력을 작성한다.

전출력 정상상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후에 CATGEN6 프로그램을 이용해 6개의 

특성채널에 해당하는 단일 채널모델의 기본적인 CATHENA 입력자료를 생성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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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GEN6는 필요시 각 핵연료채널에 대해 실제 기하학적 구조 (입구피더 및 출구피더) 

를 갖는 각각의 단일채널의 입력자료도 생성할 수 있다.

중수로 수평채널 내의 성층화된 유동 조건에 대한 채널 단면의 평균 기공율로 부터 각 

37개 핵연료 다발을 임의의 높이까지 잠기게 하는 냉각수의 기공율을 구한다 (관련 

프로그램: BUNDLE).

채널 내 핵연료 봉 간에, 봉과 압력관 간에, 압력관과 칼란드리아관 간의 복사열전달 

계산을 위한 view factor matrix를 구한다 (관련 프로그램: MATRIX).

(다) 기본 CATHENA 입력파일을 해석사고 시나리오 및 특성채널에 따라 수정

- 파단 위치/크기에 따른 노심 열출력, 입출구측 헤더 열수력조건

- 채널의 축방향 출력분포, Post-Blowdown해석 경우 입구유입 증기유동

(라) CATHENA 코드에 대한 채널의 노드화

채널모델은 아래의 그림에 포함되는 모든 열수력 노드에 대한 열수력 파라미터를 

입력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그림 5.2.9 BD 채널해석을 위한 CATHENA 입력자료의 노드화 (O6_mod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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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0  PBD채널해석을 위한 Solid structure 모델 (O6_mod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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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PBD채널해석을 위한 CATHENA 노드화 (O6_mod 채널)

(4) 코드 실행

(가)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

- Binary 파일: CATHENA 실행파일, View factor matrix 파일 (복사열전달 

모델링의 경우)

- ASCII 파일: 주 입력파일 및 제어 관련 보조 입력파일들, 출력데이터를 추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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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조 파일들 (필요시)

(나) 실행 명령어

- 예시) 실행파일명: CATHENA.exe

- $ CATHENA.exe [주 파일명]

(다) 실행 종류

- 정상상태 계산: 계산 값들이 일정한 값에 수렴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산을 

실행

- 과도상태 계산: 정상상태 계산 값을 초기 조건으로 해서 계산을 수행, 초기 조건을 

주 파일에 명시 (GENDECK 옵션 사용)하거나 정상상태 계산 이후 restart 시킨다.

- Blowdown 해석결과로부터 Post-blowdown해석 입력화일을 생성하기위해 보조 

프로그램을 실행

(라) 생성 파일

- *.lis 파일: CATHENA 입력 및 계산 정보가 담김

- *.rst 파일: binary 형태의 파일로 모든 계산결과가 주 입력파일에서 지정한 계산 

시간 마다 저장된다. restart시에 초기조건 설정을 위한 참조 파일

- *.dat 파일: Blowdown해석 결과중 Post-blowdown해석용 입력화일 작성에 필요한 

blowdown해석 기간동안의 채널상태자료 파일 및 Post-blowdown해석 결과 파일

(5) 입력 오류 수정 및 코드 재 실행

입력 오류의 종류 및 대처는 다음과 같다.

입력 규칙 오류 (코드 실행 실패 동반)시에는 *.lis 파일의 내용을 검색하여 오류가 난 

입력자료 부분에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한다. 이에 대한 오류를 코드 사용자 

매뉴얼이나 관련 예제 파일들을 검토하여 정정한다. 여러 개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오류를 해결해 나간다.

(6) 주요 변수 계산 결과 출력

주요 코드 계산들은 *.lis 파일에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계산 결과나 이를 시간에 따른 추이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따로 보조파일을 통해 

필요한 출력 변수를 설정한다.

보조파일의 입력을 통해서 지정된 변수의 계산 값들은 지정된 시간 단위로 ASCII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단일채널 해석에서 사용되는 열출력 경계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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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5 단일채널 해석을 위한 열출력 경계 조건들

파라미더 화일명 내용

시간에 따른 normalized 

채널출력
pwrtran+.dat 시간에 따른 출력표

다발내 및 축방향 다발별 

출력분포
chanid_axipwr 예) S10_axipwr

(7) 코드 계산 결과 정리 및 분석

같은 변수에 대해서 월성 2/3/4호기 FSAR 결과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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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6  Blowdown 채널해석의 경우 주요 출력 변수들

출력변수 명 내용

ring1#.dat

pt1_sec#.dat

ct1_sec#.dat

hload.dat

환별, 환내 cylinder별, sector별, 축방향 다발별 핵연료 평균

온도, 축방향 다발별 압력관 strain

압력관의 축방향 다발위치별, 원주방향 sector별 평균온도

칼란드리아관의 축방향 다발위치별, 원주방향 sector별 평균

온도

축방향 다발위치별 감속재로의 열전달률

표 5.2.17  Post-blowdown 채널해석의 경우 주요 출력 변수들

출력변수 명 내용

temp#.dat

ptstr#.dat

cenpin.dat

iring.dat

mring.dat

oring#.dat

ptube#.dat

qmod.dat

qtot.dat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환별 핵연료 최대온

도, 압력관 최대온도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압력관strain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중심봉최대온도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내환봉 최대온도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중간환봉 최대온도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외환봉 최대온도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압력관 최대온도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감속재로의 열전달률

특정 축방향 다발위치에서의 모든종류의 열전달률

다. 연구 결과 및 활용

대형파단사고시 CATHENA 코드를 이용한 단일채널해석을 위한 절차 정리하 고, 

이를 CATHENA 단일채널해석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 및 비상냉각계통이 비가용한 

상태에서의 대형배관파단사고시 단일핵연료채널 해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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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과제는 가동중 중수로 안전해석체제 수립 및 원천기술의 자립화를 위하여 가동중인 

중수로의 일반안전현안 해결을 통하여 자체 안전성 평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수로 

안전성 해석체계, 방법론 및 평가기술을 개발하 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중수로 안전현안들을 조사·분석하여 고유 및 일반안전현안 해결 

기술개발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항목들을 선정하 으며, 노물리, 열수력, 노물리/열수

력연계체제, 중수로 신규안전해석방법론, 안전해석절차서 등과 관련된 중수로 안전해석체

제 및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중수로 안전해석체제 수립 및 요소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4개 연구 분야를 도출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1)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코드 개선 및 검증

- 노물리 해석코드 개선을 위해 WIMS-CANDU를 개발 및 검증하 고, 기확보된 

DCA와 ZED-2 실험자료와 월성 시운전자료를 이용한 코드 검증을 수행하 다.

- 과도시 감속재 과냉각도 계산 및 노내 압력관 건전성 평가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CFX4-CAMO 보다 계산속도가 10배 이상 향상된 감속재 해석모델인 

CFX10-CAMO를 개발하 다.

- AECL로부터 입수한 고온 핵연료채널 실험자료인 CS28-1, -2를 활용하여 CFD 해

석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 고, 기존 CHAN 코드를 CATHENA 코드로 대체하기 

위해 CATHENA PBD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 다.

(2) 중수로 설계/운  안전해석 코드 통합 운 체제 개선

- 노심 및 핵연료 사고해석 코드 연계체계 보완을 위해 WIMS-CANDU/RFSP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PC 기반의 RFSP/CATHENA 연계프로그램을 완성하 다.

- 노물리 해석, 열수력 계통해석, 핵연료채널 해석, 다발 환별 출력분포 해석 및 

핵연료 성능해석 등 사고해석코드 간 연계해석 절차를 정비하 다.

- 캐나다와의 국제협력 창구인 KAERI/AECL JRDC를 통해 확보된 노물리 실험자료, 

중수로 핵연료채널 고온 화학반응 실험자료 등을 분석하여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작

성과 노물리 실험자료 및 핵연료채널에 대한 고온화학반응 실험자료 DB를 구축하

며 수집 및 분석한 자료를 WIMS-CANDU 및 CATHENA PBD 해석검증에 활용

하 다.

(3) 신형중수로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 적용성 평가

- 신형중수로 안전해석 방법론 자료 검토 및 CANDU-6 적용성 평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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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L이 개발해온 신형중수로의 일반 설계특성, 안전계통 설계특성 및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신규 안전해석 방법론을 조사 및 검토하여 

CANDU-6 적용성평가 항목을 도출하 다.

- 중수로 기술개발에서 요구되는 정보 사고해석 코드 검증을 위해 열수력 및 노물리 

자료 DB시스템(Web.용, CANTHIS)을 개선하 으며, 과제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추가하여 중수로안전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 다.

(4) 중수로 안전해석절차서 보완·개선

- 중수로 안전해석절차서 보완 및 개선을 위해 미 CE사의 광 3, 4호기 대형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안전해석 설계지침서 및 절차서 분석을 통해 중수로 안전해석절차

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 특히,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확보한 연구성과는 가동중인 중수로의 일반 

안전현안 해결을 위한 해석기술 개발과 중수로 사고해석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당초의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충분히 달성하여 자체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개발 결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중수로 안전현안 해결에 활용

- GAI95G04: LOCA시 기포반응도 불확실도 평가

- GAI95G05: 감속재 온도 예측

- GAI99G01: 안전해석의 체계적 QA

- GAI99G02: 안전해석용 전산코드 대체

(2) 월성 현장 애로 사항 해결에 활용

- 증기발생기 감압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 평가에 활용 가능

- 증기발생기 세정시 안전성에 미치는 향 평가에 활용 가능

- 노심방재대책을 위한 노심손상량 계산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가능

- CANFLEX 상용화 추진시 CANFLEX 핵연료다발 사고해석에 활용 가능

(3) 설계/운전 안전해석 코드 개선에 활용 (중수로 고유/일반 안전현안 해결에 활용)

- CFX10-CAMO 모델은 감속재 온도 예측(GAI95G05) 안전현안 해결에 활용

- 3차원 감속재 해석을 통해 압력관 건전성 평가에 활용

- 고온핵연료채널 실험검증용 CFX 모델개발 및 CHAN-II 코드의 CATHENA 코드 

대체

- 사고해석시 핵연료채널 Post-Blowdown 해석을 위한 사고해석방법론 개선에 활용

- CATHENA-CHAN-II 해석체제를 CATHENA-CATHENA 해석체계로 대체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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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비가용 ECCS 주입 LBLOCA시 핵연료손상 및 채널파손에 대한 안전여유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중수로 인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LBLOCA시 안전해석업무에 

활용

- LOCA시 핵연료 채널내 열수력 평가방법론 개선 (GAI95G04), 안전해석용 전산코

드 대체(GAI99G02) 등 안전현안 해결에 활용

(4) WIMS-CANDU/RFSP/CATHENA/ELESTRES/ELOCA/COREFPR/REDO 

사고 해석 연계계산 프로그램 개발

- 중수로 LOCA사고시 발생하는 출력 펄스 계산과 같이 노심/열수력 반복계산이 필

요할 경우에 노심/열수력 연계계산에 활용

- 원자로 초기 사고발생에서부터 사고종결까지 노물리, 열수력, 연료봉해석 등을 일관

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의 기초와 LOCA 사고시의 해석절차서를 작성함

으로써 사고해석 방법론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향후 초보자라도 사고해석을 용이하

게 수행하는데 활용

- 또한 안전현안 해결 핵심기술은 자체 개발함으로써 중수로 운  국가 중 기술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중수로 운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중수

로 기술수출 기반확보와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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