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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월성1호기 설비개선을 위한 감속재 과냉각도 해석을 위해서 KAERI 는 2008년 

9월~ 10월 사이에 캐나다에서 개발 검증된 감속재 해석 코드인 MODTURC_CLAS 

(MODerator TURbulent Circulation Co-Located Advanced Solutions) 

Ver.2.9-IST를 사용, 기존의 열수력해석 결과와 연계하여 감속재 3차원 예비해석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상상태 계산과 과도상태 계산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격자구조, 주요변수 값들, 경계조건과 그 해석결과

를 제시하였다. 정상상태 해석결과는 LOCA 등의 과도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사

용되었다. CANDU6형 원자로의 정상상태 감속재 거동은 유사-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 즉 모든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하는 

특성을 보였다.

과도상태 계산에서는 현재 가용한 열수력 계산결과와 연계해서, 4등급 전원 상

실을 동반한 입구모관 35% 및 40% 파단사고, 출구모관 100% 파단사고, 그리고 

펌프 흡입관 80% 파단 사고에 대한 감속재 탱크내 3차원 열유동 변화 및 과냉각도

를 계산하였다.

기존 월성 2,3,4호기 안전해석에서는 PHOENICS 코드를 사용하였지만, 여기서 

구한 감속재 과냉각도와 MODTURC_CLAS 코드에 의한 월성 1호기의 4등급 전원

상실을 동반한 대형배관파단사고시의 감속재 과냉각도 결과가 정성적으로 유사하였

다.

또한, 입구모관 40% 파단의 경우 최소 과냉각도가 약 17℃로써 기존 월성 

2,3,4호기 안전해석 (35% 입구모관 파단사고)에서 얻은 과냉각도인 13℃ 보다 높

았다. 월성 2,3,4호기의 경우 보다 더 높은 과냉각도 값을 보임으로써, 설비 개선된 

월성 1호기에서도 채널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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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For the moderator subcooling analysis of the refurbished Wolsong NPP 

(Nuclear Power Plant) Unit 1, the 3-D moderator thermalhydraulic 

calculations were preliminarily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08, using the preliminary thermalhydraulic analysis results and the 

MODTURC_CLAS (MODerator TURbulent Circulation Co-Located Advanced 

Solutions) Ver.2.9-IST, which was developed and validated by OPG (Ontario 

Power Generation) in Canada.

The present report consists of the steady-state calculation and transient 

calculation.

First the grid structure, main input parameters, and boundary conditions 

needed for the steady-state calculation are produced and the steady-state 

results are obtained. These steady-state results are used for the initial 

conditions for the transient analysis during a LOCA. The moderator analysis 

results during the steady-state calculation show the quasy-steady state 

behavior, because the thermalhydraulic behavior are fluctuating although all 

boundary conditions are constant.

In the transient calculations, based on the present thermalhydraulic 

analysis results, 3-D thermalhydraulic behavior and moderator subcoolings 

are predicted for the accident scenarios of reactor inlet header 35% & 40% 

breaks, outlet header 100% break, and pump suction 80% break, subsequent 

with loss of Class IV power.

In the previous moderator analysis for Wolsong NPP Unit 2,3,4 a 

PHOENICS code was us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ODTURC_CLAS 

code used for the analysis of Wolsong NPP Unit 1. However, the moderator 

subcooling analysis results by these two codes are qualitatively similar.

The minimum subcooling for RIH 40% break of Wolsong NPP Unit 1 is 

17℃ which is larger than 13℃ for RIH 35% break of Wolsong NPP Unit 

2,3,4.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refurbished Wolsong NPP Unit 1 

satisfies the channel integrity criteria based on the higher subcooling margin 

compared with that of Wolsong NPP Unit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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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가압중수로형 

CANDU-6 원자로로서, 2061.4 MW(th)의 열출력과 678.7 MWe의 전력을 생산 중

이다. 그 설계수명은 2012년 11월까지 30년으로서, "월성1호기 수명평가”에 의해 

월성1호기의 설비개선 후 계속 운전할 경우에 발전소 안전성이 확보되며 경제성이 

확인되었다.

한수원(주)은 월성1호기의 설비개선(Refurbishment)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압력관 교체를 포함하는 중수로의 설비개선은 캐나다의 Point Lepreau발전소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다.

설계기준사고 중 대형배관 파단 사고 과도시 열수송계통에서 냉각수 재고량이 

고갈되는 사고의 영향으로 압력관은 변형되어 주위의 칼란드리아관과 접촉(PT/CT 

Contact)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압력관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칼란드리아관 접촉에 이은, 접촉면을 통한 열속의 폭주는 칼란드리아

관 표면의 막비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때, 칼란드리아관 표면의 막비등 생성여부는 

국부 감속재 과냉각도와 압력관 접촉온도에 의해 결정되며, 감속재 온도가 높을수

록 즉 감속재 과냉각도가 낮을수록 PT/CT 접촉에 따른 막비등을 방지할 수 있는 

여유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원전에서는 감속재 출구와 입구 온도만이 측

정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 사고 과도시 칼란드리아 용기 내부의 감속재 국부 과냉

각도를 평가/예측하는 것이 안전해석의 주 관심사이다.

이번 월성1호기 설비개선을 위한 안전해석에서는 캐나다에서 개발 검증된 감속

재 해석 코드인 MODTURC_CLAS (MODerator TURbulent Circulation 

Co-Located Advanced Solutions) Ver.2.9-IST를 사용하여 감속재 3차원 해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월성1호기 설비개선에 따른 안전해석을 위해 한수원㈜은 IST(Industry 

Standard Toolset) 버전 및 그 외 필요한 코드체계를 AECL로부터 수입하였고, 

IST 체계 내에서 AECL이 소유하지 않은 코드 중 DRAGON-IST와 GOTHIC-IST 

코드는 따로 한수원㈜이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으나, 또 다른 제3자 소유 코드인 

MODTURC_CLAS V2.9-IST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수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감속재 해석을 AECL이 보유한 MODTURC_CLAS 코드를 사용하여 

AECL에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월성1호기 설비개선에 따른 열수력안전해석의 예비 계산 결과 

(PT/CT 접촉 열부하에 대한 CATHENA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MODTURC_CLAS 

감속재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계산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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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상태 해석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격자구조, 주요변수 값들, 경계조건과 그 해석결과를 제

시한다. 정상상태 해석결과는 LOCA 등의 과도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모델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CANDU6형 원자로의 정상상태 감속재 거

동은 이전의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 즉 모든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하는 특성을 보인다.

2.1 월성1호기 설비개선 사항 및 영향

수명연장을 위한 월성1호기의 주요 설계변경 내용은 압력관, 종단이음관, 환형 

스페이서, 칼란드리아관, 공급자관, 자관지지대, 자관 부속품, 그리고 Flow Element 

등이고, 그 외에도 감속재 계통 열교환기의 Shell-측 유량 등이 변경된다. 특히 감

속재의 과냉각도 여유도와 관련해서는 칼란드리아관 외부표면을 90~125 m 크기의 

유리구슬로 (발사하여) 두들기는 유리구슬피닝(Glass-peening) 처리 공정이 추가되

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유리구슬피닝 처리된 칼란드리아관은 Qishan 

중수로발전소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Point Lepreau Refurbishment, bruce Power 

Re-tubing에 이어 월성1호기 Refurbishment에 적용된다. 유리구슬피닝 처리된 칼

란드리아관에 의해 감속재의 과냉각도 여유도는 약 2℃ 증가하게 되며, 이는 그림 

1(a)의 기존 막비등 실험자료와 그림 1(b)의 새로 보완된 막비등 실험결과를 비교

해 보면 명확해 진다.

표 1 은 캐나다 AECL의 감속재 해석 전문가가 제출한 MODTURC_CLAS 해석

을 위한 발전소 고유 자료 목록과 그에 따라 발전소 담당자 자문을 통해 얻어진 값

들이다. 표의 값들 중 Reactor bundle power map, Moderator heat deposition 

distribution, Reactor decay heat rundown, 그리고 PT/CT contact heat flux 

timing & locations는 노물리 및 열수력해석에 의해 얻어지는 자료이며, 앞의 두 

자료는 다음 절에 MODTUCR_CLAS 입력에 제시되고 뒤의 두 자료는 과도계산을 

위한 입력 자료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월성1호기의 기존 감속재 출

구온도는 74℃ 이었지만 설비개선에 따른 목표 값은 69℃ 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감속재 열교환기 Shell-측 유량, 열전달 계수 등의 자료 값이 감속재계통 설계용역 

담당자의 조언으로 확인되었다. 감속재 온도 제어를 위한 MOT(Moderator Outlet 

Temperature) Controller Parameters는 시공 후 상세 조절에 의해 최종 결정되는 

값들이라 현재로서는 구할 수 없으므로 MODTURC_CLAS V2.9-IST User 

Manual에 제시된 Default Values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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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5.2.1.2.C-5 (월성 2/3/4호기 FSAR)

(b) 유리구슬피닝(Glass-peening) 처리된 칼란드리아관의 막비등

그림 1. 유리구슬피닝(Glass-peening) 처리에 의한 막비등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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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 Description Wolsong Data
(Expected value) Origin

1 Moderator inflow Nominal operation condition and split ratio at both side. Also 
consider the fluctuation level and frequency.

50:50
(49:51)

2 Moderator outlet temperature

Trip setpoint (69℃) and Normal operation setpoint. If 
possible, check the uncertainty of setpoint. Using the trip 
setpoint may be too conservative. 
Also what is the quick cooldown setpoint

69℃
(< 69℃)

86-63210-PS-121 Page 2-1, 
Rev. 2

3 Moderator cover gas pressure Minimum value. The range of 21~29 kPa? 21 kPa
(> 21kPa) 59-32310/63230-DM

4 Moderator outlet temperature 
measurement (RTD) bias

Check the current plant data, what i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all three RTD locations Default Value for CANDU6

5 Reactor bundle power map
Same as that used in CATHENA simulation for PT/CT contact 
time, location, heat flux. This ma could be Fresh, Equilibrium 
(BOC, EOC..)

Listed
in APP. A Reactor Physics Analysis

6 Moderator heat deposition 
distribution

Heat distribution portions in core, reflector, tube, .... What is the 
uncertainty that should be added to the total moderator heat load 
(3%?)

Table 2
in Section 1.2

Reactor Physics
69-03530-AR-006 Rev.0

7 Moderator heat exchanger 
conditions

Heat exchanger area per HX 
Reference temperature 
Reference heat transfer coefficients at both sides Reference 
flows at both sides 

RCW inlet temperatures (Summer and Winter) 
At least three data sets at different operation conditions for 
each side to determine three coefficients in the equations, 
suggest to cover D2O flow at normal and pony motor rate 
and RCW inlet temperature at Summer and Winter.

15037 ft2

Not specified
1632 Btu/hr-ft2(Shell-side)
2249 Btu/hr-ft2(Tube-side)

35℃, 

Supplier Documents

Operating Data
(Summer Normal, Winter 
Normal, Summer Upset)

8 Moderator MOT controller 
parameter

PID parameters, like sampling time, time constant, Gains. Also to 
confirm the controller type (2 loops controller)

Default Values for 
CANDU6

User Manual of 
MODTURC_CLAS 
V2.9-IST

9 Reactor neutron power 
rundown curve

This is detected power and will be used for feed-forward term in 
MOC

Default Values for 
CANDU6 Operating Data

10 Reactor decay heat rundown
This and neutron power rundown will be used to calculate the 
first section in thl, based on moderator heat deposition 
distribution

Not Listed Reactor Physics Analysis

11 PT/CT contact heat flux, 
timing, & locations Get from corresponding CATHENA calculations Not Listed CATHENA calculation

12 Moderator pump rundown 
info, including the pony motor

For Loss of Class IV power. Main pump rundown time, 
pony motor run up time and flow.

1 minutes
2 min 15 s ~ 
  3 min 15 s

Supplier Documents

표 1. MODTURC_CLAS 해석을 위한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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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ODTURC_CLAS 입력자료

그림 2는 MODTURC_CLAS의 요소 지도를 보여준다. 각 요소의 실행 모드에

서 생성되는 파일은 grd, bcf, rso, prm, out, 그리고 rso 등이며, 각각 격자, 경계

조건, 재시행, 제어변수, Format output, 그리고 binary output을 담고 있다. 

MODTURC_CLAS의 구동을 위해 필요한 파일과 그 설명이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정상상태 해석에 쓰인 격자는 O-grid의 중심부 Block이 Y-Z 평면 상에서 

22×20개의 Node를 가지고 있다. 양쪽 주입노즐 부근은 5×3×5 (Radial, 

Circumferential, Axial-directions)배의 Embedded grid가 추가되었다. Embed 

grid를 제외하면, 이 격자의 총 셀 수는 51,664개이고 총 Node 수는 60,285개이

다. MODTURC_CLAS의 격자입력 파일인 GRD 는 binary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보고서에 실리지 않고 그림 3에 20×22 기본격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

표 3은 정상해석에 쓰인 PRM 파일의 주요변수값 들이다. PRM 파일은 해석에 

쓰이는 물성치, 중력방향, 기준 온도뿐만 아니라 원자로 종류, 메모리 할당, 난류모

델과 벽면 처리방식, 반복계산 횟수 등 계산 전반에 필요한 주요변수 값들을 제시

한다. BMP 파일은 노물리로부터 계산된 bundle power map을 제공한다. 각 채널

의 번들단위의 출력 ACSII 형태로 들어있다. HTP 파일은 MODHEAT parameter 

값들을 제공한다. 이 입력파일은 원자로형, format 등을 규정하는 제어변수 

(control parameters), 칼란드리아 반경과 길이, 각 채널당 번들 수 등을 규정하는 

감속재 기하 변수 (moderator geometry parameters), 총열부하와 노심으로 가는 

열부하 분율 등을 규정하는 열부하변수 (heat load parameters)의 세 부분으로 구

성된다. BCF 파일은 경계조건을 제공하는 boundary condition 파일이다. 표 4에 

경계조건들을 정리하였다. 경계조건 설정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주입노즐에서 난류

변수값(Turbulence Intensity, Eddy length Scale)을 주입노즐의 높은 Reynolds 

수를 고려하여 높게 조절한 것과 주입노즐과 출구의 유량비를 공히 50:50으로 놓

은 것이다.

이로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모든 입력자료, GRD, BMP, HTP, BCF 파일이 

준비되었다. 과도계산을 위한 입력자료인 TMF, NPR, THL 파일은 정상상태 해석

에서는 요구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정상상태 해석결과

와 그에 대한 분석은 다음절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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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Description Note

BCF Boundary condition file Created by program tascbob3d

GCI Stores regions, macros, setting Created by tasctool

GRD Grid file Created by grid generation program, e.g. 
tascgrid

HSF Heat source file Created by MODHEAT for MODTURC_CLAS

HTP MODHEAT parameter file Created by user with text editor

NAMELUN File unit and format file
Created by user with text editor
This _le allows the user to change default _le 
names and formats

NPR Neutronic power rundown file Created by user

OUT
MODHEAT /MODTURC_CLAS 
output file Created by MODHEAT/MODTURC_CLAS

PRM MODTURC_CLAS parameter file Created by user with text editor

PRO Pro file for inlet boundary 
condition

Created by user

RSO MODTURC_CLAS result file Created by tasctool initially and MODTURC_CLAS

THL Transient heat load file Created by user

TMF Transient mass file Created by user

TRI Terminal input Created by user

TRO Monitor output file
Created by MODTURC_CLAS to show graphical 
convergence in solver monitor

표 2. MODTURC_CLAS 입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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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RM 입력 파일 주요 변수값

Parameter Value Description

beta 5.0e-04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cvfld 4207.0 Fluid specific heat

condfl 0.659 Fluid conductivity

kntime 600 Number of time step

poff 0.0 Real pressure in Pa

pref 0.0 Reference pressure in Pa

rhofld 1.09e+03 Fluid density

viscfl 5.50e-04 Fluid viscosity

p_cover 21 Cover gas pressure

density_reference_t 71 Density reference temperature

dtime 1 Time step in second

idcal 17 Reactor type (17 - CANDU6)

tref 71.0
Reference temperature in degree 

Cels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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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CF 입력 파일 경계조건

Boundary Description Value

Inflow

Total flow 1019.06 ks/s

Split ratio (left/right banks) 50:50

Distribution along inlet nozzle 

diffuser compartments (Inner 

two/Outer two)

60/40

Inlet temperature 45.0 ℃

Turbulence Intensity 0.3

Eddy length scale 0.04

Outflow
Mass flow ratio of two outlets 50:50

Pressure boundary 0.0

Wall Adiabatic, No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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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ODTURC_CLAS의 요소 지도



- 10 -

(a) Iso view of sub-shell         (b) Cross view at Y-Z plane

그림 3. 정상상태 기본해석에 사용한 20×22 격자구조



- 11 -

     (c) Cross view at Z-X plane     (d) 5×3×5 embed grid around nozzles

그림 3. 정상상태 기본해석에 사용한 20×22 격자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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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상상태 해석결과

MODTURC_CLAS 코드에서 정상상태 열부하는 MODHEAT이라는 전처리기에

서 생성된다. MODHEAT에서는 노물리 해석 결과로부터 받은 정상상태 출력지도

(power map)로부터 적용할 유한요소 격자의 각 셀의 체적열부하 형태로 변환한 

생성항 장을 생성한다. MODHEAT의 입력화일은 GRD, BCF, PRM, BMP와 HTP 

파일이며, 출력화일은 OUT, HSF, 그리고 RSF 파일 등이다.

그림 4는 4,000번의 iteration 동안 감속재 출구온도, 평균온도, 그리고 노심 최

대온도를 degree celsius로 표시한 것이다. 1,000번의 반복계산 이후의 출구온도의 

평균값은 68.2℃, 계산 영역의 평균온도의 평균값은 71.1℃, 그리고 노심최고온도

의 평균값은 80.7℃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약 4,000번의 반복계산 수행 후에도 

각 대표온도 값은 여전히 진동을 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ANDU-6

형 중수로의 감속재 유동의 고유한 특성인 유사-정상상태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림 5는 정상상태의 수렴에 따른 칼란드리아 용기 내 감속재의 최

대온도 위치를 추적한 그림이다. 계산 초기에 감속재 최대온도는 주입 경계조건과 

같은 45℃ 이고 그 위치는 노심의 임의의 장소이다가, 계산이 진행되어 계산값이 

점차 수렴되어 감에 따라 감속재 최대온도는 80.7℃ 로 접근하고 그 위치 또한 노

심의 상부로 근접한다. 

최종 수렴된 해석결과로부터 추출된 칼란드리아 용기 축상의 수직평면 (Y = 

0.0 meter) 상의 속도분포와 온도장은 그림 6에 도시된다. 그림 7은 x = 1.418 

meter 위치에서 칼란드리아 용기 단면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x = 

1.418 meter 인 단면은 주입노즐 뿐만 아니라 출구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이 단면

이 선택되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감속재 유동은 반복계산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한 값으로 수렴

하지 않고 계속 진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월성 2/3/4호기 FSAR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감속재 유동이 정상운전 조건하에서 유사-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인 계속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해

석에서 충분히 수렴될 정도의 반복계산 후 유사-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 초 

해석결과를 저장하는 600초 동안의 추가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감속재 

유동은 불규칙하게 변하거나 또는 600초 이상의 주기를 갖고 변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사-정상상태에서는 감속재 최대온도가 칼란드리아 꼭대

기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현상이 부력-주도적인 유동패턴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8은 A, B, C, D와 E, 각 채널열의 높이

(elevation)에서 반복계산에 따른 최소 과냉각도 추이를 보여준다. 2,000 반복계산 

이후 각 채널열의 최소 과냉각도는 각각 27.4, 27.9, 28.5, 29.2와 30.0℃이다. 정

압의 변화에 따른 포화온도의 차이로 인해 A열의 최소 과냉각도가 제일 작게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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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teration에 따른 출구온도, 평균온도, 및 노심최대온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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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상상태 수렴에 따른 최대온도 위치 추적 (Ba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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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22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Y = 0 수직평면 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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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2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X = 1.418 m 단면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



- 17 -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0 1000 2000 3000

Iteration

S
u
b
c
o
o
lin

g
 [

d
e
g
re

e
 C

]

A row

B row

C row

D row

E row

그림 8. 20×22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각 elevation에서 최소 과냉각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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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격자밀도에 대한 정상해석 민감도 분석

성긴 격자(Coarser Grid)를 사용한 해석결과 

성긴 격자로서 2008년 초 MODTURC_CLAS V2.9-IST 파견교육 

(KAERI/OT-1783/2008)에서 썼던 O-grid의 중심부 Block이 Y-Z 평면상에서 

13×13개의 Node 를 가지는 격자를 사용하여 감속재 정상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양쪽 주입노즐 부근은 5×3×5(Radial, Circumferential, Axial)배의 Embed grid가 

추가되었다.  이 격자의 총 셀 수는 25,662개이고 총 Node 수는 27,688개이며, 좌

우 노즐 부근에는 Embed grid가 각각 30,000개의 element가 추가로 들어가 있다. 

그림 9에 13×13 기본격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림 10은 4,000번의 iteration 동안 감속재 출구온도, 평균온도, 그리고 노심 

최대온도를 표시한 것이다. 2,000번의 반복계산 이후의 출구온도의 평균값은 68.

2℃, 계산 영역의 평균온도의 평균값은 71.1℃, 그리고 노심최고온도의 평균값은 

80.6℃이었다. 해석결과는 20×22 격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정상상태를 형성

한 것을 확인되었다. 그림 11은 정상상태의 수렴에 따른 칼란드리아 용기 내 감속

재의 최대온도 위치를 추적한 그림이다. 

최종 수렴된 해석결과로부터 추출된 칼란드리아 용기 축 상의 수직평면 (Y = 

0.0 meter) 상의 속도분포와 온도장은 그림 12에 도시된다. 그림 13은 x = 1.418 

meter 위치에서 칼란드리아 용기 단면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14는 A, B, C, D와 E, 각 채널열의 높이(elevation)에서 반복계산에 따른 

최소 과냉각도 추이를 보여준다. 2,000 반복계산 이후 각 채널열의 최소 과냉각도

는 각각 28.3, 28.3, 28.9, 29.6와 3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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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 view

(b) Cross view at Y-Z plane

그림 9. 격자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13×13 격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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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ross view at Z-X plane

(d) 5×3×5 embed grid around nozzles

그림 9. 격자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13×13 격자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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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teration에 따른 출구온도, 평균온도, 및 노심최대온도 (13×13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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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상상태 수렴에 따른 최대온도 위치 추적 (13×13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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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3×13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Y = 0 수직평면 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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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3×13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X = 1.418 m 단면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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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3×13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각 elevation에서 최소 과냉각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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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격자(Finer Grid)를 사용한 해석결과

촘촘한 격자는 O-grid의 중심부 Block이 Y-Z 평면상에서 26×27개의 Node 

를 가지는 격자를 사용하여 감속재 정상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양쪽 주입노즐 부

근은 5×3×5(Radial, Circumferential, Axial)배의 Embed grid가 추가되었다.  

Embed grid를 제외하면, 이 격자의 총 셀 수는 85,452개이고 총 Node 수는 

97,817개이다. 그림 15에서 26×27 격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림 16은 4,000번의 iteration 동안 감속재 출구온도, 평균온도, 그리고 노심 

최대온도를 표시한 것이다. 2,000번의 반복계산 이후의 출구온도의 평균값은 68.

2℃, 계산 영역의 평균온도의 평균값은 70.5℃, 그리고 노심최고온도의 평균값은 

79.6℃이었다. 해석결과는 20×22 격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정상상태를 형성

한 것을 확인되었다. 그림 17은 정상상태의 수렴에 따른 칼란드리아 용기 내 감속

재의 최대온도 위치를 추적한 그림이다. 

최종 수렴된 해석결과로부터 추출된 칼란드리아 용기 축 상의 수직평면 (Y = 

0.0 meter) 상의 속도분포와 온도장은 그림 18에 도시된다. 그림 19는 x = 1.418 

meter 위치에서 칼란드리아 용기 단면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20은 A, B, C, D와 E, 각 채널열의 높이(elevation)에서 반복계산에 따른 

최소 과냉각도 추이를 보여준다. 2,000 반복계산 이후 각 채널열의 최소 과냉각도

는 각각 29.2, 29.5, 29.9, 30.5와 31.1℃이다. 

표 5는 정상해석에서 격자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출구, 전체, 노심 최

대 평균온도를 비교해보면 20×22 격자가 가장 낮고, 따라서 각 elevation에서 최

소 과냉각도는 가장 작다. 민감도 분석 결과, 20×20 격자가 가장 보수적인 정상상

태 해석결과를 생산하며, 26×27 격자가 가장 큰 안전 여유도를 제공함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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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상해석 격자 민감도 분석 결과

Grid 13×13 20×22 26×27

Average 

temperature

[℃]

Outlet 68.22 68.27 68.15

Global 71.14 71.21 70.51

Core Maximum 80.57 81.09 79.61

Minimum 

Subcooling

[℃]

A row 28.27 27.43 29.19

B row 28.29 27.94 29.48

C row 28.93 28.55 29.95

D row 29.62 29.18 30.47

E row 30.37 29.96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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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shell

(b) Cross view at Y-Z plane

그림 15. 격자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26×27 격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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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ross view at Z-X plane

(d) 5×3×5 embed grid around nozzles

그림 15. 격자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26×27 격자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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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Iteration에 따른 출구온도, 평균온도, 및 노심최대온도 (26×27 격자)

그림 17. 정상상태 수렴에 따른 최대온도 위치 추적 (26×27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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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6×27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Y = 0 수직평면 상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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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6×27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X = 1.418 m 단면상의 속도장과 온도분포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0 1000 2000 3000

Iteration

S
u
b
c
o
o
lin

g
 [

d
e
g
re

e
 C

]

A row

B row

C row

D row

E row

그림 20. 26×27 격자를 사용하여 얻은 각 elevation에서 최소 과냉각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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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상태 해석

3.1 과도상태 계산을 위한 입력

3.1.1 THL 파일 작성

과도 열부하(Transient Heat Load) 모델은 코드 사용자가 입력파일을 작성하

여 코드 solver가 압력관 부품으로 인한 압력관/칼란드리아관 튜브 접촉을 모사하

여 여기서 발생하는 열생성원을 코드에 입력하는 것이다. 압력관/칼란드리아관 튜브 

부품 접촉은 국부적으로 과도한 가열을 야기하기 때문에 과도 열부하 입력파일 

(THL) 은 이들 접촉 및 국부적인 과열을 모사하는데 사용된다.

◆ 경계 조건

THL 파일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시키면 제어장치 모델이 동시에 사용된다.

◆ 파라미터 파일

과도 열부하 모델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PRM 파일내의 ITRANHS 옵션이 1 이 

되어야 한다. 이 옵션은 solver가 실행 디렉토리 내에서 THL 파일을 읽어 들이도

록 한다.

◆ THL 파일의 구성 및 형식

THL 파일을 통해서 원자로 잔열 및 압력관/칼란드리아관 접촉 열에 의한 열생

성원을 모델링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접촉 열부하 자료는 CATHENA 종속채널 해

석결과에서 구한다.

표 6에 THL 파일에 대한 구성 및 형식을 나타내었고,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채널 번호: 각 채널은 다발출력 표의 row 번호를 거꾸로 입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O6채널은 위치상으로 14번째 row이지

만 THL 파일에 입력될 때는 row number가 9번이 된다. 

따라서 O6채널 위치는 [row: 9, column: 6]이 된다.

2) 접촉 열부하: 단위는 kW/m2 이고, 총 12개 커브로 구성되어 있다. 각 

curve는 임계 및 비임계 경로의 각각 6개 대표 채널에 

대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각 채널의 접촉된 다발 (최대 

12개 다발)에서의 PT/CT 접촉 시간이 다르고, 접촉 열부

하 값도 다르다. 그러나 접촉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각 

채널내 다발들은 한 개의 열부하 커브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서 각 채널내 접촉된 다발에서의 열부하 값들을 평균

하여 각각 한 개의 열부하 커브를 만든다.(그림 21 참조)

3) 접촉 채널 수: 한 채널에서 이미 접촉된 다발이 있었다면(최초 접촉된 

이후에) 접촉된 다발 및 채널 수는 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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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HL 파일 작성 예

MODTURC_CLAS_THL_FILE VERSION 2.9.0-IST (코드명/버  표시)

1(아래 코멘트 라인 수)

This is a thl file for safety analysis of Wolsong unit 1

49 (decay power curve data 라인 수)

        103 12 (heat load data 수, heat load curve 수)

0.000    1.0000  (decay power curve data 시작: 첫째 열( ) 둘째 열(data)

0.100    1.0258 

0.200    1.0950 

- - - - - - -( 간 생략)

5000.0   0.0579

(0 부터 1580  까지 103 개 시간)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12.0 14.0 16.0 18.0

- - - - - - -( 간 생략)

1340.0 1360.0 1380.0 1400.0 1420.0 1440.0 1460.0 1480.0 1500.0 1520.0

1540.0 1560.0 1580.0 

(heat load data; kw/m2, 총 103개/curve)

(1번째 curve data)

14.3 14.9 1228.8 1201.5 958.1 866.5 740.0 649.7 581.1 528.2

486.3 432.0 400.4 354.8 323.6 278.4 206.3 193.3 187.1 182.1

176.6 137.6 129.6 108.8 86.7 79.8 77.9 80.8 83.2 87.4

93.5 98.4 103.0 107.1 110.7 113.9 117.2 120.6 124.8 128.0

140.6 146.2 159.4 165.8 175.6 175.4 172.9 168.5 168.2 165.9

163.4 161.0 157.7 157.9 156.8 155.0 151.2 150.1 147.5 144.9

142.6 140.3 138.1 136.1 134.1 132.2 130.4 128.6 126.9 125.2

123.6 122.1 120.6 119.2 117.9 116.6 115.5 114.4 113.3 112.4

111.5 110.6 109.9 109.1 108.4 107.8 107.2 106.6 106.1 105.6

105.2 104.7 104.3 104.0 103.6 103.3 103.0 102.7 102.4 102.1

101.9 101.7 101.5

(2번째 curve data)

20.6 22.4 229.6 237.9 187.5 188.5 156.6 130.5 110.8 114.6

- - - - - - -( 간 생략)

(12번째 curve data)

23.5 25.7 289.7 258.2 248.4 170.5 163.0 147.1 133.6 121.3

- - - - - - -( 간 생략)

103 190 1758 (PT/CT 된 수,  채  수,  다발 수)

16.0 2      (  시간: ,  된 채  수; 기 된 채  제외)

11 6 7 1 (채  row number, column number, 다발 번호, curve 번호; 기 된 

다발 제외)

10 7 7 1 (상동)

0 0 0 0 (  정보 목록 마지막 )

16.5 0

11 6 6 0

10 7 6 0

0 0 0 0

- - - -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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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ATHENA 계산으로부터 구한 감속재로의 열부하 곡선

(입구모관 40% 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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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채널 그룹

CANDU6는 2개 회로에 걸쳐 총 380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파단 회로

는 전체 채널의 절반인 190개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 MODTURC_CLAS 계산에서 

사용되는 PT/CT 접촉 열부하는 파단 회로내의 190개 채널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190개 채널에서의 열부하를 모두 모사하지 않고 파단회로의 경로 (2개 경로)

내 6개 채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들 그룹을 대표하는 채널에 대한 열부하 값을 사

용한다. 6개 채널 그룹은 채널 출력 순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 채널은 각각 

O6_mod (인허가 채널), O6, S10, G5, B10, 그리고 W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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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표 채널 그룹

채널 그룹

/curve

number

채널

출력(kW)

채널 출력

순위
채널 명 경로

1 6582 2 M06 4

6568 3 N07 4

2 6603 1 N06 3

6564 4 M05 3

3 6561 5 O06 4

6550 7 N05 4

6529 10 H08 4

6525 11 O08 4

6511 13 P07 4

6501 15 L07 4

6494 16 M08 4

6483 18 L05 4

6458 22 Q08 4

4 6551 6 O07 3

6549 8 M07 3

6544 9 P08 3

6513 12 N08 3

6502 14 L06 3

6489 17 G08 3

6480 19 J08 3

6472 20 H07 3

6471 21 L08 3

5 6330 63 S10 4

6458 23 K08 4

6451 24 P09 4

6443 27 P11 4

6442 29 M04 4

6441 30 J07 4

6434 31 J09 4

6428 33 N09 4

6427 34 F08 4

6410 38 H10 4

6410 39 G09 4

6397 43 O10 4

6397 44 L09 4

6392 47 Q10 4

6386 48 G07 4

6381 50 J11 4

6368 53 G11 4

6352 57 K06 4

6348 58 K10 4

6342 60 R09 4

6324 65 F10 4

6320 66 R11 4

6317 68 E09 4

6301 70 H06 4

6301 71 M10 4

6243 77 K04 4

6231 79 N11 4

6198 81 E11 4

6195 82 J05 4

6178 83 L11 4

6119 86 O04 4

6114 87 R07 4

6109 88 S08 4

6101 89 P05 4

6057 90 Q06 4

6014 93 D10 4

채널 그룹

/curve

number

채널

출력(kW)

채널 출력

순위
채널 명 경로

6 6450 25 O09 3

6444 26 H09 3

6442 28 K07 3

6430 32 O05 3

6422 35 H11 3

6422 36 P10 3

6414 37 Q11 3

6409 40 K09 3

6405 41 M09 3

6403 42 Q09 3

6396 45 J10 3

6396 46 L04 3

6382 49 P06 3

6372 51 O11 3

6372 52 G10 3

6366 54 F09 3

6363 55 N04 3

6356 56 R08 3

6346 59 R10 3

6339 61 N10 3

6331 62 Q07 3

6329 64 J06 3

6318 67 E10 3

6304 69 L10 3

6295 72 K05 3

6283 73 S09 3

6280 74 K11 3

6260 75 F07 3

6246 76 F11 3

6238 78 S11 3

6206 80 E08 3

6164 84 M11 3

6136 85 G06 3

6026 91 H05 3

6022 92 J04 3

6000 94 T10 3

5956 95 D09 3

7 5744 104 G05 4

5912 97 T11 4

5907 99 F06 4

5898 100 T09 4

5809 102 L03 4

5743 105 D08 4

5730 107 H04 4

5706 108 N03 4

5383 116 J03 4

5336 119 U10 4

5305 122 C11 4

5224 123 Q04 4

5223 124 C09 4

5164 126 T07 4

5150 127 S06 4

5131 128 R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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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표 채널 그룹(계속)

채널 그룹

/curve

number

채널

출력(kW)

채널 출력

순위
채널 명 경로

8 5910 98 D11 3

5829 101 M03 3

5749 103 P04 3

5740 106 S07 3

5663 109 R06 3

5660 110 K03 3

5654 111 Q05 3

5621 112 T08 3

5451 113 E06 3

5411 114 O03 3

5397 115 F05 3

5366 117 D07 3

5346 118 C10 3

5310 120 G04 3

5307 121 U11 3

5168 125 U09 3

9 4403 148 B10 4

5004 130 P03 4

4853 132 M02 4

4833 134 E05 4

4823 135 U08 4

4798 136 D06 4

4791 137 F04 4

4702 139 K02 4

4516 142 G03 4

4500 144 C07 4

4399 149 O02 4

4362 150 V11 4

10 5020 129 H03 3

4943 131 C08 3

4850 133 L02 3

4708 138 N02 3

4600 140 R04 3

4528 141 T06 3

4503 143 S05 3

4442 145 Q03 3

4440 146 B11 3

4408 147 J02 3

4307 151 U07 3

4283 152 V10 3

채널 그룹

/curve

number

채널

출력(kW)

채널 출력

순위
채널 명 경로

11 2989 186 W10 4

4064 156 H02 4

4053 157 V09 4

3947 160 B08 4

3864 162 S04 4

3826 163 R03 4

3807 164 T05 4

3644 166 U06 4

3639 167 L01 4

3503 170 Q02 4

3475 172 N01 4

3391 174 D04 4

3375 175 A11 4

3264 177 E03 4

3263 178 J01 4

3257 179 C05 4

3165 181 A09 4

3153 182 V07 4

2906 188 B06 4

12 4230 153 B09 3

4112 154 E04 3

4108 155 D05 3

4033 158 P02 3

3961 159 F03 3

3893 161 C06 3

3700 165 V08 3

3626 168 M01 3

3563 169 G02 3

3501 171 K01 3

3467 173 B07 3

3297 176 A10 3

3233 180 O01 3

3113 183 W11 3

3099 184 T04 3

3086 185 S03 3

2949 187 U05 3

2771 189 W09 3

2526 190 V06 3



- 38 -

3.1.2 TMF 파일 작성

Transient Mass Flow File (TMF)은 모사 시간에 따른 과도 상태 유량을 

5개 종류까지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과도상태 계산 시에 감속재 입

구 노즐 유량 변화를 모사 할 수 있다. 표 8에 TMF 파일 작성 예를 나타내었다.

PRM 파일에서 ITRANMF= 1 또는 2가 되면 TMF 파일이 사용된다. 만일 

ITRANMF=1 이면 1번째 열부터 4번째 열의 data 모두 시간에 따른 유량을 나타

내고, ITRANMF=2 이면 1번째 열의 data는 factor 가 되어서 나머지 2 ~3번째 

열의 data에 곱해지게 된다.

본 MODTURC_CLAS 계산에서는 4등급 전원상실 사고에 대한 모사를 위

해서 TMF 파일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4등급 전원 상실시 에는 감속재 주모터 

펌프의 작동이 중지 되고 3등급 전원에 의한 포니모터 펌프(주모터 펌프 유량의 약 

25%)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감속재 입구 노즐 유량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유량 변화표로 모사하게 된다.

LBLOCA시에 4등급 전원상실 사고는 파단 (모사시간 0초) 후 15초에 발생

한다고 가정하였고, 이후 60초 동안 (모사 시간 15초부터 75초 까지) 감속재 주모

터 펌프에 의한 감속재 주입 유량이 100% 에서 0% 로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다시 

15초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후 (모사 시간 90초부터) 10초 동안 포니모터 펌

프에 의한 감속재 주입 유량이 주모터 펌프 유량의 25% 만큼 회복 된다. 이후 운

전원이 4등급 전원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15분간의 여유 시간이 지난 약 990초 

경에 감속재 주모터 펌프가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여 1000초에 냉각재 주입유량이 

100%로 회복된다.

4등급 전원상실 사고에 의한 냉각재 주입유량 변화는 표 8에서 예시한 바

와 같이 모델링 되는데, 안쪽/바깥쪽 유량비 60:40에 따라 감속재 입구 노즐의 안

쪽 및 바깥쪽 부분은 각각 column 1의 factor가 곱해진 column 3의 table 및 

column 2의 table을 사용한다. MODTURC_CLAS 과도 상태 계산시 입구노즐 유량

의 변화 결과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제 MODTURC_CLAS 계산상의 문제에 의해서 감속

재 주모터 펌프가 정지되는 구간 (모사시간 75초~90초)에서는 column 1의 factor 

값을 정확히 0으로 하지 않고 이에 근사한 값 (0.005)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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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도 상태 유량 모델링을 위한 TMF 파일 작성 예

MODTURC_CLAS_TMF_FILE VERSION 2.9.0-IST (코드명/버 )

2 (코멘트 라인 수)

This is for safety analysis of Wolsong Unit 1

Main flow: 1019.06(60:40) Pony pump: 256

 4  8 (4개 mass flow, 8개 data)

(factor 는 mass flow, mass flow1, flow2, flow3)

 1.0 203.812  305.718  509.53

 1.0 203.812  305.718  509.53

 0.005 203.812  305.718  509.53

 0.005 203.812  305.718  509.53

 0.2512 203.812  305.718  509.53

 0.2512 203.812  305.718  509.53

 1.0 203.812  305.718  509.53

 1.0 203.812  305.718  509.53

(시간; )

 0.0

 15.0

 75.0

 90.0

100.0

990.0

1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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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4등급 전원 상실사고시 감속재 입구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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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NPR 파일 작성

중성자 출력 감쇄 곡선(Neutronic Power Rundown curve)은 다양한 

LOCA 시나리오에 따른 정규화된 중성자 출력이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LBLOCA 

해석시에 파단 위치 및 크기에 따른 power pulse 곡선을 NPR 파일에 모델링 한

다. NPR 파일의 작성 예 및 형식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NPR 파일 작성 예

MODTURC_CLAS_NPR_FILE VERSION 2.9.0-IST (코드명/버 )

         1 (코멘트 라인 수)

This is a curve for Wolsong unit 1 Rundown curve (RIH35%)

60 (60개 data)

(power pulse, 시간; )

1.00000   0.000  

1.02500   0.100  

1.09470   0.200  

1.22290   0.300  

1.40610   0.400  

1.62100   0.500  

1.84290   0.600  

- - - - - - -( 간 생략)

0.02419   700.000

0.02349   800.000

0.02279   900.000

0.022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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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도상태 계산 결과

3.2.1 블로우다운 기간 (0~40초)

월성 2,3,4호기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파단 후 40초 까지 블로우다운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 동안에는 감속재로의 열부하가 중성자출력, 핵분열생성물의 

decay, 그리고 임계경로에서의 PT/CT 접촉에 의한 열전달로부터 얻어진다. 중성자

출력은 각 사고 시나리오별 power pulse data로부터 구하고, 핵분열생성물의 

decay에 의한 열부하는 기존 월성 2,3,4호기 감속재해석에서 사용한 결과를 이용

한다. PT/CT 접촉에 의한 감속재로의 열부하는 CATHENA 종속채널 해석의 결과

를 활용한다.

CATHENA 종속채널 해석에서는 파단회로의 임계경로 및 비임계경로 내의 6개 

대표 채널에 대한 계산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로부터 총 12개 열부하 곡선을 얻는

다. 채널 그룹 1 및 2는 가장 높은 출력의 채널로써 O6_mod (7.3 MW 출력, 인허

가 해석용 채널)가 대표 채널이 되어 각각 2개 채널들로 구성되고, 그룹 3 및 4는 

O6 (7.0 MW 출력)이 대표 채널이 되어 각각 9개 채널들로 구성되고, 그룹 5 및 6

은 S10 (6.5 MW 출력)가 대표 채널이 되어 각각 37개 채널들로 구성되고, 그룹 7 

및 8은 G5 (5.0 MW 출력)가 대표 채널이 되어 각각 16개 채널들로 구성되고, 그

룹 9 및 10은 B10 (4.5 MW 출력)가 대표 채널이 되어 각각 12개 채널들로 구성

되고, 그룹 11 및 12는 W10 (4.0 MW 출력)가 대표 채널이 되어 각각 16개 채널

들로 구성된다.

블로우다운 기간 동안에는 임계 경로내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부품 접촉 

(ballooning contact)에 의해서 감속재로의 열전달이 일어난다. 부품 접촉은 블로우

다운 이후에 발생하는 쳐짐 접촉의 경우 보다 큰 열부하 값을 가진다. 따라서, 12

개 열부하 곡선 생성시에 이들 쳐짐 접촉에 의한 열부하 값과 평균을 할 경우 블로

우다운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열부하 값이 MODTRUC_CLAS 계산에 사

용되게 되고, 블로우다운 이후에는 그 반대가 된다. 감속재 과냉각도 값이 블로우다

운 이후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블로우다운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열부하 

값을 사용하는 것은 보수적인 계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MODTURC_CLAS 계산은 4등급전원상실 사고 (파단 후 약 15초)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수행된다. 파단 후 15초 이전까지는 4등급 전원에 의한 감속재 주

모터 펌프에 의해 감속재 유입량이 정상운전시의 100%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4등

급전원상실에 의해서 60초에 걸쳐서 0% 근처로 감소하고 감속재 열교환기가 작동 

불능으로 인해 감속재 입구 온도 제어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고시나리오를 모사

하기 위해서는 15초 이후에  MODTURC_CLAS 입력파일 중 하나인 PRM 파일내

의 “LOSS_OF_SW” 옵션을 FALSE (default 값)에서 TRUE로 변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15초 까지 계산을 완료한 다음 PRM 파일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어서 계산

을 수행해야 한다. 주모터 펌프 유량감소의 모사는 이미 TMF 파일내에 과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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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간에 대한 유량 변화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계산할 때도 동일한 

TMF 파일을 사용한다.

원자로 정지후 감속재 과냉각도는 원자로 출력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

였다가 부품 접촉에 의해 국부적으로 큰 열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

소하게 된다. 이후 부품 접촉 열부하가 감소함에 따라 감속재 과냉각도는 다시 상

승한다.

3.2.2 포스트 블로우다운 기간 (40~1600초)

블로우다운 이후에는 냉각수가 고갈 되고,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상실로 인해서 

채널내에는 고온의 증기 유량이 형성되고 핵연료봉에서 발생하는 원자로 정지잔열

로 인해 채널이 가열된다. 또한 계통내 압력이 대기압 부근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블로우다운 기간에서의 부품접촉이 일어나지 않고 처짐에 의해서 PT/CT 접촉이 

이루어진다.

포스트 블로우다운 기간 동안의 채널 그룹은 블로우다운 기간에서 사용했던 것

과 동일하다.

포스트 블로우다운 기간에는 주모터 펌프가 정지된 후 15초 동안의 유예시간을 

거친 후 포니모터펌프가 가동되고 (모사시간 90초 이후부터) 195초부터 다시 감속

재 냉각계통이 작동(LOSS_OF_SW = FALSE)되어 감속재 입구 온도 제어 기능이 

복구된다. 따라서 모사시간 195초를 분기점으로 계산이 완료되고 변화된 PRM 파

일을 가지고 계산이 다시 시작된다. 이후 약 1000초 까지 포니모터 펌프에 의해 감

속재 순환이 이루어지다가 운전원의 조치에 따라 (사고 후 15분의 유예기간을 가

정) 주모터 펌프에 의한 감속재 유량이 정상운전시의 100% 수준으로 회복된다. 이

에 대해서 MODTURC_CLAS 모사에서는 990초까지 포니모터에 의해 감속재 유량

이 정상운전시의 25%로 유지되다가 이후 10초 동안 주모터 펌프 재작동 조건으로 

인해 100%로 증가한다.

PT/CT 접촉에 의한 열부하의 증가 및 감속재 유량 감소(정상운전시의 25%)로 

인해 감속재 과냉각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1000초 부근에서 감속재 유량이 100%로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감속재 유량이 회복되는 1000초 부근에서 가장 

최소의 감속재 과냉각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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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입구모관 35% 파단 계산 결과

(1) 입구모관 35% 파단 계산 결과

월성 2,3,4호기에서 임계 파단 크기가 입구모관에서 35% 파단이었으므로 월성 

1호기에서도 같은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MODTURC_CLAS 과도 상태 계산을 수행

하였다. 입구모관 35% 파단사고의 경우에는 블로우다운 기간 동안 PT/CT간의 부

품접촉에 의한 감속재로의 열부하가 크게 발생한다. THL 파일의 열부하 곡선 생성

시에 블로우다운 기간 (파단후 100초까지 계산)의 열부하값이 이후 처짐 접촉에 의

해 상대적으로 낮은 열부하 값과 평균화 되면서 블로우다운 기간의 열부하 값이 실

제보다 낮게 된다. 따라서, 파단후 약 100초 까지 부품 접촉에 의한 열부하값을 그

대로 열부하 곡선에 사용하여 MODTURC_CLAS 계산을 수행하였다. 100초 이후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을 추가로 수행한다. 즉, 부품 및 처짐 접촉에 의

한 열부하 값들을 평균한 열부하 곡선을 사용하여 과도 상태 전반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고 (0초부터 모사종료 시간까지), 이중 100초 이후 결과들만 앞서 100초 까

지 수행한 결과에 덧붙인다.

그림 23에 감속재 과냉각도 값에 대해서 MODTURC_CLAS의 2가지 계산들을 

합한 것과 기존의 PHOENICS 코드에 의한 월성 2,3,4호기 결과를 비교하였다.

MODTURC_CLAS의 결과들은 100초를 분기점으로 서로 다른 열부하 곡선을 

사용한 독립된 계산들로부터 나왔지만 연속적인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00초 시점에서는 부품 접촉에 의한 일시적인 열부하 값 증

가가 완료되고 아직 처짐 접촉 시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때 독립된 2가지 계산에

서 모두 접촉 열부하값들이 매우 낮아지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두 

계산간의 결과가 비슷해지고 연속성을 보이게 된다.

그림 24에 중성자출력, 핵분열생성물의 decay, 그리고  PT/CT 접촉 등의 조합

에 의한 열부하값 추이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 부터 블로우다운 기간 (계산시작 

후 약 100초 이내 포함)에 부품접촉에 의해 일시적으로 열부하가 증가하였다가 감

소하고 이후 처짐 접촉에 의해 약 1000초 까지 열부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MODTURC_CLAS 계산에 의하면 모사 시작 후 원자로정지에 의해서 감속재 

과냉각도가 상승하다가 약 50초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부품 접촉 열부하 상승으로 

인해서 감속재 과냉각도가 감소한다. 이후 부품 접촉 열부하값이 감소하면서 과냉

각도가 증가하였다가 4등급 전원상실로 인한 감속재 유량 감소 및 처짐 접촉 열부

하 증가로 인해서 과냉각도가 1000초 까지 감소한다. 약 1000초 부근에서 운전원

의 조치에 따른 감속재 유량 회복으로 인해 과냉각도가 다시 증가한다. 이후 

PT/CT 접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과냉각도 상승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된 

1600 시점에 MODTURC_CLAS 계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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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감속재 과냉각도 추이 변화 비교 (입구모관 35% 파단사고)

그림 24.  MODTURC_CLAS 계산에 의한 감속재로의 열부하 추이 변화

(입구모관 35% 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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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구모관 40% 파단 계산 결과

설비 개선된 월성 1호기 안전해석 결과 입구모관 파단의 경우 임계 파단 크기

가 40% 파단이다. 따라서 입구모관 40% 파단에 대해서 MODTURC_CLAS 계산이 

수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입구모관 35% 파단의 경우와 정성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

었다. 단지, 초기 블로우다운 기간에서의 부품접촉에 의한 감속재 열부하 값이 입구

모관 35% 파단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5에서는 감속재 과냉

각도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약 1000초 부근에서 과냉각도 최소값이 17℃로 나왔다. 

그림 26에서는 감속재 입출구 및 최고 온도 추이를 나타내었다. 4등급 전원 상실에 

의해서 감속재 냉각계통이 작동이 되지 않는 15초~195초 구간에서는 감속재 입구 

온도가 48℃에서 초기 출구 온도 70℃ 부근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운전원의 조치

로 인해 냉각계통의 기능이 복구되면서 40℃ 부근가지 떨어진다. 초기 감속재 입구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는 감속재 유량이 초기 25%로 떨어지면서 감속재 냉각

계통의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000초 부근에서 감속재 유량이 

100%로 회복되면 증가한 감속재를 감당할 냉각계통의 효율이 떨어져서 감속재 입

구 온도가 다시 상승하였다가, 감속재 열부하가 감소함에 따라 이에 맞춰서 감소한

다.

(3) 출구모관 100% 파단 계산 결과

냉각재 파단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큰 배단 파단이며, 격납건물로의 냉각재 유

출이 가장 큰 경우이다. 이때는 다른 파단의 경우보다 파단 이후 일차계통의 압력 

감소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초기 블로우다운에서의 부품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다. 그림 27을 보면 입구모관 40% 파단사고와 같이 약 1000초 부근에서 과냉각도 

최소값이 17℃로 나왔다. 그림 28을 포함한 그밖에 결과 추이들도 다른 파단사고

의 경우와 정성적으로 동일하였다.

(4) 펌프 흡입관 80% 파단 계산 결과

대형배관 파단사고에서 가정되는 파단 위치 3개중 하나인 펌프 흡입관에서 

80% 파단사고에 대해서 MODTURC_CLAS 계산이 수행되었다. 그림 29와 30에서 

각각 감속재 과냉각도와 감속재 온도 추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추이는 다른 파

단사고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최소 과냉각도는 약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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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감속재 과냉각도 추이 변화 비교 (입구모관 40% 파단사고)

그림 26.  감속재 온도 변화 (입구모관 40% 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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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감속재 과냉각도 추이 변화 비교 (출구모관 100% 파단사고)

그림 28.  감속재 온도 변화 (출구모관 100% 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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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감속재 과냉각도 추이 변화 비교 (펌프흡입관 80% 파단사고)

그림 30.  감속재 온도 변화 (펌프흡입관 80% 파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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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차원 해석 결과 (RIH 40% 파단 사고)

MODTURC_CLAS 초기 및 과도상태 계산 결과들을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

타내었다. 과도상태 계산 기간인 0 초 ~ 1580 초 동안 총 10개의 시간 별로 

x=1.5 m, 3.0 m, 4.5 m, 그리고 y=0.0 m 구간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들을 각각 

그림 31 ~ 그림 40에 나타내었다.

① 초기 과도상태 (2초, 그림 31)

감속재 유량이 정상상태 100%가 유지되며 입구 노즐로부터 유입된 차가운 (약 

48℃ 온도의) 감속재가 감속재 상단의 좌측부분 (출구방향의 180° 반대편)으로 흘

러가다가 밀도차에 의한 부력의 힘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내려서 일부는 

출구 노즐로 흘러 나가고, 나머지는 다시 위로 순환하여 고온의 감속재 (약 80℃ 

이상의)는 감속재 탱크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y=0에서의 길이 방향으로 냉각재 온

도 분포를 보면 좌우가 대칭이 아니지만 위 아래로 자연대류가 형성됨을 알 수 있

다.

② 4등급 전원상실에 의한 감속재 유량 감소 (60초, 그림 32)

약 15초에 4등급 전원상실에 의해서 주모터 펌프에 의한 감속재 유량이 75초

까지 0 으로 감소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감속재 냉각계통이 작동되지 않아서 노

즐 입구에서 유입되는 감속재 온도가 초기 출구 온도 69℃ 부근으로 상승하게 된

다. 따라서, 감속재 탱크내에서 감속재 온도에 따른 성층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감

속재 유입에 의한 강제 순환 보다는 자연대류의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된다.

③ 감속재 유량의 완전 감소 (80초, 그림 33)

75초부터 90초 까지 15초간 감속재 유량이 거의 0으로 된 상태가 유지되어서 

감속재 온도차에 의한 성층화 및 자연 대류가 활발히 일어난다.

④ 포니모터 펌프에 의한 감속재 유량 일부 회복 (100초, 그림 34)

100초부터 195초 까지 포니모터 펌프에 의해서 초기 유량의 약 25%가 회복된

다. 그러나 감속재 냉각계통이 여전히 가동되지 않아서 감속재 유입온도는 69℃ 근

처이다. 감속재 유입량이 적어서 상부로 흘러가지 못하고 탱크 벽면을 따라 하부로 

흘러 내려간다. 자연대류에 의해 감속재 성층화가 잘 이루어진다. 

⑤ 포니모터 펌프에 의한 감속재 유입 및 성층화 지속(195초, 그림 35)

감속재 온도차에 의한 성층화가 잘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속재 온도가 상승한다.

⑥ 감속재 냉각계통 기능 회복 (250초, 그림 36)

운전원의 조치에 의해서 195초부터 감속재 냉각계통의 기능이 회복된다. 이로 

인해서 감속재 유입 온도가 약 40℃ 부근까지 떨어지고, 차가운 감속재가 감속재 

탱크 벽면을 타고 흘러 내려가 성층화된 감속재 하부 온도를 낮춘다.

⑦ 저유량 및 저온의 감속재 유입 지속 (600초, 그림 37)

저온의 감속재 유량이 지속되어서 성층화된 상하부 감속재 온도 차이를 증가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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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속재 열부하 상승에 따른 감속재 온도의 상승 지속 (900초, 그림 38)

감속재 열부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감속재 유량은 초기 25% 수준으로 유지

되어서 감속재 과냉각도가 감소한다.

⑨ 주모터 펌프에 의한 감속재 유량 회복 (1100초, 그림 39)

약 1000초 부근에서 주모터 펌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여 감속재 유량이 초

기 100%로 회복한다. 감속재 유량 상승으로 인해서 감속재 냉각계통의 효율이 떨

어지고 유입 온도가 다시 60℃ 부근 이상으로 상승한다. 입구노즐에서 유입된 감속

재는 탱크 상부로 흘러들어가고 부력에 의해서 다시 좌우 대칭으로 아래로 흘러내

려 간다.

10 감속재 열부하 감소로 인한 감속재 온도 감소 (1580초, 그림 40)

주모터 펌프에 의해 감속재 유량이 초기 100%로 유지되고, 감속재 열부하 감

소로 인해서 감속재 온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높은 감속재 유입량으로 인한 강

제 대류와 성층화에 의한 자연 대류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탱크내 에서 감속재가 

비대칭적으로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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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1.  과도상태 2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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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2.  과도상태 6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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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3.  과도상태 8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 55 -

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4.  과도상태 10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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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5.  과도상태 195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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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6.  과도상태 25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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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7.  과도상태 60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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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8.  과도상태 90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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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39.  과도상태 110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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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5 m

x = 3.0 m y = 0.0 m

x = 4.5 m

그림 40.  과도상태 1580 에서의 감속재 온도 분포 (입구모  40%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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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도상태 감속재 열유동 해석 결론

월성 1호기 설비개선 관련 감속재 3차원 열유동 해석을 MODTURC_CLAS 코

드를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4등급 전원 상실을 동반한 입구모관 40% 파단의 경우 핵연료 채널 A와 D행에

서의 초기 과냉각도는 각각 27℃ 와 28℃ 이었다. 원자로 트립후 감속재로의 열부

하는 20 초 부근에서 압력관/칼란드리아관이 접촉할 경우 열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약 40 초 후에 감속재 열부하가 다시 감소함으로 과냉각도가 증가한다. 

감속재 주모터 펌프가 정지됨에 따라 (75초에 완전 정지) 칼란드리아 내의 유동은 

부력에 의해 지배된다. 감속재 포니모터 펌프가 90초에 작동하여 정상유량의 25%

를 공급한다. 이때 칼란드리아 입구 노즐로부터의 분사력이 너무 약해서 칼란드리

아 상부의 고온 영역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원이 약 1000초에 주모터 펌프

를 재가동할 때까지 과냉각은 계속 감소한다. 1000초 부근에서 최소 과냉각도가 

존재하는데, A행의 경우 약 17℃이고, D행의 경우 약 19℃ 이었다.

기존 월성 2,3,4호기 안전해석에서는 PHOENICS 코드를 사용하였지만, 여기서 

구한 감속재 과냉각도와 MODTURC_CLAS 코드에 의한 월성 1호기의 4등급 전원

상실을 동반한 대형배관파단사고시의 감속재 과냉각도 결과가 정성적으로 유사하였

다.

또한, 입구모관 40% 파단의 경우 최소 과냉각도가 약 17℃로써 기존 월성 

2,3,4호기 안전해석 (35% 입구모관 파단사고)에서 얻은 과냉각도인 13℃ 보다 높

았다. 월성 2,3,4호기의 경우 보다 더 높은 과냉각도 값을 보임으로써, 설비 개선된 

월성 1호기에서도 채널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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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결론

   ◯ KAERI는 2008년 9월 ~ 10월에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서 중수로용 최신 

감속재해석코드인 MODTURC_CLAS V2.9-IST 코드를 사용하여 월성1호기 감

속재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고 과도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을 생산하였다.  

    ◯ 예비 열수력해석결과와 연계해서 MODTURC_CLAS 과도상태 계산을 수행한 

결과, 입구모관 40% 파단의 경우 최소 과냉각도가 약 17℃로써 기존 월성 2,3,4

호기 안전해석 (35% 입구모관 파단사고)에서 얻은 과냉각도인 13℃ 보다 높았

다. 월성 2,3,4호기의 경우 보다 더 높은 과냉각도 값을 보임으로써, 설비 개선된 

월성 1호기에서도 채널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 이번에 확보한 해석결과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월성1호

기 안전관련 계통 설비개선의 운영허가 취득을 위한 안전성 입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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