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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중수로 중대사고해석용 종합 전산코드인 ISAAC은 월성 원전에서의 노심손상을 포

함하여 격납건물 손상까지의 중대사고경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ISAAC 

전산코드의 중대사고현상 모델 검증 노력과 병행하여 노심손상 이전의 ISAAC 열수

력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 구축을 위해 RD-14M 장치에서의 냉각재 상실

사고인 B9401을 모의하였다.  RD-14M 장치는 CANDU 원전과 동일한 일차계통

의 높이와 주요 부품을 갖추고 있어, ISAAC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장치에서 수행된 B9401 결과는 아르헨티나 (FIREBIRD), 캐나

다 (CATHENA), 인도 (RELAP5/MOD3.2), 이탈리아 (RELAP), 루마니아 

(FIREBIRD), 그리고 한국 (RELAP5/CANDU) 등 6개국이 참여한 IAEA 후원의 국

제표준문제 (ISP)로 선정되어 결과 비교를 통한 코드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다.

ISAAC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월성 원전 고유의 특성이 코드 내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RD-14M 장치에서 수행된 B9401 실험 모의를 위해 입력 제어와 최

소한의 프로그램 수정을 병행하였다.  실험에서 측정된 37개의 열수력 변수를 대상

으로 일차 계통 압력거동, 펌프 유량, 비상노심주입량 및 누적 주입량, 일차계통 기

포율, 가압기 압력 거동, 증기발생기 압력 거동, 그리고 수평연료관 온도 거동을 

ISAAC과 비교하였고, 이외에도 ISP에 참여한 국가들이 사용한 코드 계산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파단유량, 노심 출력, 일차계통 냉각재 재고량,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

량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실험에서처럼 원자로 입구모관에서 파단이 발생하면 다른 위치보다 압력이 높고, 

낮은 냉각수 온도로 밀도가 높아, 전체적으로 동일한 압력과 냉각수 온도를 갖는 

ISAAC에 비해 방출 유량이 높다. 따라서 170%의 파단 면적을 사용하여 기본 계산

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초기 파단 유량은 실험과 유사하게 예측되었고, 일차계통의 

평균 압력도 각 원자로모관에서 측정된 실험 결과와 유사한 압력 거동을 보인다. 

ISAAC의 비상노심계통 주입거동도 실험과 유사하며, 다만 저압주입 총량이 실제 

주입량보다 약간 높아 약 350초에 주입이 종료되는 실험보다 약 130여초 이른 

253초 부근에서 종료된다. 노심 출력과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에서의 압력 거동도 

서로 유사하며, 일차계통 냉각재 재고량도 중수로 물성치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면 

ISAAC에서 예측한 냉각수 초기량도 각국의 코드로 예측한 값과 유사하다. 이차 측

에서의 열전달 방향과 전달량 등도 ISAAC과 각국의 결과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ISAAC은 일차계통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어체적으로 모의하기 때문에 실험

이나 코드 결과에서 제시하는 일차계통 내부에서의 각 위치별 압력 및 온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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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모의하지 못한다.  대신, ISAAC에서 예측하는 일차 계

통 내에서의 냉각재 재고량이나 유량, 그리고 기포율 등은 일차계통의 평균값으로 

노심의 전반적인 노출여부를 판단하는 등 계통의 열수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

보로 활용될 수 있다. B9401 실험에 대한 비교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비상급

수가 약 300초 지연되어 주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국의 코드 해석 결과와 비교

하였고, ISAAC 해석 경향은 B9401 모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이상의 두 가지 사고경위에 대한 ISAAC 분석 결과, ISAAC의 열수력 모델이 비록 

중대사고 이후의 거동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지만 노심 손상 이전의 열수력 거

동은 실험이나 상세코드와 전반적인 거동 예측 측면에서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동

시에 국부적인 온도 상승이나 유량 역류 등은 ISAAC의 모델 특성상 한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ISAAC을 이용한 초기 열수력 거동 해석 결과는 일부 현상에 

대한 모의가 부족하지만 실험과 유사하게 모의함으로써 중대사고 모의를 위한 노심

손상 이전의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활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파단 부위의 위치에 따른 방출 유량이 일차계통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파단 

위치에 따른 증배계수를 도입하여 초기 방출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

과, 기존 ISAAC의 코드 체계 안에 중수 물성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후 검토될 예

정이다.  또한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인 B9401 이외에도 RD-14M 장치를 이용한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등 다양한 실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ISAAC과의 검증 비교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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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s a severe accident progression in CANDU plants will be very different 

from PWRs due to their unique core and primary system configuration, the 

ISAAC (Integrated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for CANDU plants) 

computer code was developed for the Level 2 PSA at the Wolsong unit 2, 

which is a CANDU-6 type reactor. The MAAP4/PWR computer code was 

used as a reference and the Wolsong-specific features were newly modeled 

and added on it. Hence, ISAAC has models for a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HTS) with 2 separate closed loops, a pressurizer, 4 steam 

generators and pumps, a calandria, a calandria vault, 2 end shields, a 

degasser condenser tank, and a containment. Also major safety systems like 

a shutdown cooling system, an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a moderator 

and a shield cooling system, reactor building air coolers, igniters, and a 

reactor building dousing system, are modeled to mitigate the accident 

progression. 

In addition to the Wolsong-specific system modeling, physical phenomena 

expected during a severe core damage accident at Wolsong units are also 

modeled in the code, including thermal-hydraulics, core heat-up and fuel 

channel rupture, relocation of fuel material to the calandria tank via 

suspended debris bed, debris behavior in the calandria tank, corium/concrete 

interaction with the calandria vault floor melt-through, hydrogen burn and 

fission product transport. 

Though the data for the severe accident progression in CANDU plants are 

very limited, code validation efforts are going on. Separately from the model 

validation on severe accident phenomena, the thermal hydraulic behavior 

prior to core damage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to validate 

the ISAAC thermal hydraulic models, since they may affect the severe core 

damage progression.  Hence  B9401 test at RD-14M facility, which is a full 

vertical-scale representation of a CANDU heat transport system, was 

selected as a benchmark data set, which was open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ISP).  Argentina with FIREBIRD, Canada with CATHENA, 

India with RELAP5/MOD3.2, Italy with RELAP, Romania with FIREBIRD, and 

Korea with RELAP5/CANDU were participated in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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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AAC was designed to simulate the whole Wolsong plants directly, it 

has hard-wired systems and models inside the code.  Therefore it needed 

to be modified to simulate the B9401 test. The new input parameters were 

prepared for the different system configuration and a sequence simulation. 

Also the minimum model changes were done for the ECCS operation. Among 

37 parameters measured from the experiment, header pressures, pump 

discharge flow rates, ECCS flow rates, integral of ECCS flows, boiler inlet 

void fractions, pumps outlet void fractions, and the fuel temperatures were 

compared. And some calculated parameters like break discharge flow rate, 

total system power, mass inventory in primary loop, the thermal power 

across boilers, which were provided by the ISP participants, were also 

compared.

As the break is designed to occur at the inlet header (HDR8), the break 

flow rate from the experiment is higher than ISAAC, because the inlet 

header pressure is higher and the temperature is lower compared to ISAAC 

whose properties were obtained from the average primary system 

conditions.  Therefore 170% of the actual break area was used in ISAAC to 

match the initial discharge flow rate to the experiment. With this break size, 

the behaviors of the break flow and the primary system pressure were 

similar to the experiment. The ECCS flow rate from ISAAC shows a similar 

trend to the experiment, except a little higher low-pressure ECCS flow rate. 

Therefore the ECCS injection terminated at 253 seconds from ISAAC, about 

130 seconds earlier than the experiment.  The other comparable parameters 

like core power, pressure in the pressurizer and in the steam generators, 

and the amount of heat transferred through the steam generators showed a  

similar behavior. The initial water inventory in the primary loop was also 

close to the data considering the heavy water density.

By the way, as ISAAC was written mainly for the severe accident 

progression, it has simple models in thermal hydraulic simulation. For 

example, a single control volume assigned for the primary system in ISAAC, 

only shows the average status of the primary system based on overall mass 

and energy balances.  Hence some ISAAC variables are not appropriate to 

be compared with the local data obtained from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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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B9401 test simulation, the extra analysis for the delayed 

ECCS injection case was compared with ISAAC.  The sequence was the 

same as B9401 except the ECCS injection time delayed from 20 seconds to 

300 seconds.  Though there were no experimental data, ISAAC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etailed code analysis results from the ISP participants. 

The similar trend to the B9401 test was obtained.

The simulation for the above 2 sequences showed that the thermal 

hydraulic behavior estimated from ISAAC was similar to the experimental 

data or to the detailed codes like FIREBIRD, RELAP, and CATHENA.  Also 

it was confirmed that ISAAC had limitations for the modeling of the detailed 

phenomena occurring locally.  Based on these comparison analys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hermal hydraulic conditions estimated from ISAAC 

can be used as the boundary conditions for further analysis causing severe 

core damage.  

As the future work, the break area correction factor will be considered to 

implement the thermal hydraulic conditions at the break location.  The 

usage of heavy water properties both for the coolant and the moderator will 

be also examined.  In order to extend the data base for the thermal 

hydraulic behavior of ISAAC, more RD-14M tests need to be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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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중수로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ISAAC 전산코드는 1990년대 

중반에 수행된 월성 2,3,4호기 2단계 PSA 과제의 부속 결과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과 FAI (Fauske & Associates, Inc.)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되었다 [1]. 

이렇게 개발된 ISAAC 1.0은 경수로에서의 중대사고 현상 전반을 다룰 수 있는 

MAAP4 전산코드[2]의 열수력 토대위에 CANDU6형 월성원전 고유의 중대사고 진

행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 모델을 추가하여 PSA 수행을 위한 사고경위 분석에 활용

되었다 [3].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장기연구에서 ISAAC 코드

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 작업이 수행되었고 [4], 2005년부터는 중대사고 관리 목

적으로 사고관리에 필요한 계통 및 모델이 새로이 추가되어 2007년 초에 버전 

2.0.3이 출시되었다.  동시에  CANDU 원전에서의 사고 진행을 가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시뮬레이터인 CAVIAR가 개발되어, 이 둘을 결합시킨 ISAAC 3.0

이 출시되었다 [5].

ISAAC이 1.0에서 2.0.3으로 개선되면서 중대사고 진행에 따른 모델 개선은 이루어

졌지만, 노심 손상 이전까지의 열수력 거동은 중대사고 현상 및 진행의 불확실성에 

묻혀 그동안 주요 연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PSA 품질을 높이

기 위한 연구와 월성 고유의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검증 목적으로 ISAAC의 활용이 

검토되면서, 2007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중장기과제에서 노심 손상 이전의 ISAAC

의 열수력 거동을 평가하게 되었다.  비록 ISAAC이 중대사고 전용 해석코드이긴 

하지만 노심 손상 이전의 열수력 거동에 대한 기존의 DBA 코드와 비교 분석은 

ISAAC 결과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차후의 모델 개선을 위해서도 필

요한 과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SAAC 코드가 예측하는 열수력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

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중수로 중대사고 해석코드인 ISAAC의 열수력 거동을 기

존 코드 및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ISAAC의 노심 손상 이전 결과에 대한 객관적 비

교 검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CATHENA 전산 코드 

결과와 비교하였고 [6], 올 해에는 지난 2004년 국제표준문제 (ISP)로 수행되었던 

RD-14M 실험 장치에서의 냉각재 상실사고 (B-9401)를 대상으로 열수력 거동을 

비교하였다 [7].  

RD-14M 장치는 CANDU 원전의 일차계통 (PHTS)을 모의하기 위한 열수력 실험 

장치로, 실제 원전과 동일한 일차계통의 높이와 주요 부품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장치에서 수행된 B9401 실험 결과는 CANDU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현상을 다

루는 ISAAC 전산코드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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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은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월성 원전에서의 중대사고를 모의할 수 있도록 

실제 원전의 일차 및 이차 계통이 코드 내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월성 원

전과 계통 구성이 다른 RD-14M 장치에서의 실험을 모의하기 위해, 입력제어로 모

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입력을 보완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

을 거쳐 B9401 실험 조건을 모의하였다. 

B9401 ISP에서는 참가국들 간의 결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약 37개의 비교 가능 변

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변수들 중에는 ISAAC의 특성 상 비교할 수 없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ISAAC에서는 MAAP4와 마찬가지로 일차계통을 하나의 제어

체적으로 모사하여 위치에 상관없이 폐회로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압력 값을 가진

다. 즉, 두 개의 폐회로로의 비상주입유량은 서로 다르지만 폐회로 내 원자로모관별 

비상노심주입유량은 동일하다.  따라서 원자로 입출구 모관별로 측정되는 실험 결

과 (PHD8, PHD6, PHD7)와는 ISAAC으로 계산되는 평균 압력과, 각 입출구모관으로의 

ECCS 유량 (Q5, Q6, Q7, Q8)은 ISAAC의 평균 주입량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누적

주입유량인 QINT  (Integral of ECC Flows)와의 비교를 위해 ISAAC에서도 누적주

입유량을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이외에도 실험 데이터로는 얻어지지 않지만 각국

이 계산한 코드 결과로부터 비교 가능한 변수들인 pressurizer pressure (PSRG), 

Boiler 1 Drum Pressure (PB1),  Break Discharge Mass Flowrate (QBRK), Total 

System Power (W), Mass Inventory in Primary Loop (M), Thermal Power 

across Boiler 1 (WTH1),  Thermal Power across Boiler 1 (WTH2) 등과도 비교

하였다.

2장에서는 1994년 캐나다에서 수행된 RD-14M B9401 실험 개요가 기술되어 있

고, 3장에서는 이 실험에 대한 ISAAC 모의를 위해 9개 분야로 나누어 기존 

ISAAC 입력에 대한 수정 내용을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와 각국의 계산 결과 중 

ISAAC과의 비교 가능한 변수들을 11개 절로 구분하여 비교 결과를 4장에 기술하

였다. 5장에는 B9401 실험 이후 비상노심급수가 지연되어 주입된 사고경위에 대한 

각국의 추가적인 해석결과를 ISAAC과 상호 비교하였고, 6장에는 결론을, 그리고 7

장에는 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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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D-14M B9401 실험 개요

RD-14M은 CANDU 원전의 일차계통 (PHTS)을 모의하기 위한 열수력 실험 장치

로, 실제 원전과 동일한 일차계통의 높이와 실제 원전의 주요 부품을 갖추고 있다.  

다만 11MW의 열출력에 맞도록 관련 계통들은 축소된 규모로 설계되었다.  그림 

2-1은 RD-14M 장치의 기본 구성을 보여준다 [7]. 

그림 2-1에서 보듯이 RD-14M은 8자모양의 1개의 폐회로 안에 2개의 증기발생기

와 10개의 수평연료관 모형, 그리고 4개의 원자로모관, 가압기 기능의 surge tank, 

그리고 비상노심주입계통 (emergency core coolant t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료관 모형 (test section) 5번부터 9번까지는 원자로입구모관인 HDR6과 출구모관

인 HDR7에, 연료관 모형 10번부터 14번까지는 입구모관인 HDR8과 출구모관인 

HDR5에 연결되어 있다.  B9401 냉각재 상실사고는 입구모관 파단사고로 HDR8 

옆에 30mm 직경의 파단 밸브를 달아 사고를 모의하였다. B9401 실험에서의 주요 

사건 진행은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 RD-14M 실험 B9401에서의 주요 사건 일지

즉, 10초 동안은 정상상태를 유지하다가 밸브를 열어 냉각재가 상실되며, 2초 후 

(정상상태부터 12초 후) 원자로를 트립시켜 노심 출력을 붕괴열로 줄이고 일차계통 

냉각펌프는 관성으로 운전된다.  그 결과 10.6초 후 (정상상태부터 20.6초 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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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주입이 시작되고, 12.8 초 후에 (정상상태부터 22.8초 후) 가압기가 고립되며 

106.2초 후 (정상상태부터 116.2초 후)에는 고압 주입이 멈추고 저압주입이 시작된

다.  일차계통 펌프는 203.2초 (정상상태부터 213.2초)에, 그리고 저압주입은 

340.7초 (정상상태부터 350.7초)에 멈춘다.

그림 2-1 RD-14M 실험장치 구성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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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SAAC 입력 준비

ISAAC은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월성 원전에서의 중대사고를 모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성 원전의 일차/이차계통이 코드 내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월성 원전과 계통 구성이 다른 RD-14M 장치의 경우는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계통을 모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RD-14M에서 수행된 B9401 실험을 기존

의 ISAAC 모델로 가급적 동일하게 모의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기존 모델을 활용

하여 실험을 해석하되, 입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을 병행하였다.  

ISAAC은 두 가지 입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발전소 계통 및 제원에 대한 전반적 입

력인 parameter file과  다른 하나는 사고경위를 정의하는 입력인 input file이다.  

ISAAC에서는 일차 및 이차계통 뿐 아니라 원자로건물에 대한 전반적 입력을 필요

로 하므로 월성2호기 parameter file을 참조하여 RD-14M 실험장치 고유 입력을 

반영한 parameter file을 작성하였고, B9401 실험에서 수행된 사고경위는 사고입

력파일에서 구현하였다.   

제 1 절  단일 폐회로 모의

RD-14M은 1개의 폐회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림 2-1 참조), 그림 3.1-1에서 보

듯이 ISAAC은 일차계통이 8자 모양의 2개의 폐회로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가압

기와 탈기응축기가 밸브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일차계통을 수정하기보다는 

기존의 2개의 폐회로를 그대로 유지하되, ISAAC에서의 제어논리 입력을 마련하여 

사고초기부터 1차 계통에서 1개의 폐회로만이 가용하도록 하였다.  다른 계통은 연

결은 되어 있지만 조건에 따라 가동되므로 사고진행 모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ISAAC에서는 두 개의 폐회로가 loop isolation valve (LIV)를 통해 가압기와 연결

되어 있고, LOCA 신호가 나면 LIV는 닫히도록 모델되어 있다.  따라서 PLOCA 값 

(계통 압력이 이 값보다 낮으면 LOCA 신호 발생)을 기존 입력 (5.5 MPa)에서 초

기 조건 가까이 (PLOCA=9.999 MPa) 입력하고, LIV 작동 시간 (TDPSIS로 조절)

을 무시할 수 있도록 매우 줄임으로써 (TDPSIS= 0.001초), 사고 초기부터 LOCA 

신호를 발생시켜 두 개의 폐회로를 가압기와 고립시킨다.  이런 조건에서 하나의 

폐회로 (여기서는 Loop 1)를 가압기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Loop 1의 폐회로격리밸

브를 사용자 입력으로 처음부터 개방시켜놓는다.  이러한 운전 논리를 ISAAC에 적

용하면 사고초기부터 Loop 1만 가압기와 연결되어 RD-14M의 일차계통을 유사하

게 모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에서 사고 시작 후 12.8초 후에 가압기를 폐회로

와 고립시키므로, ISAAC에서도 동일한 시점에 사용자 입력을 활용하여 가압기를 

계통과 분리시킨다.  이와 관련된 ISAAC 입력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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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 CHANGE 

•••

  // loop isloation control for RD14M

        PLOCA=9.999e6

        TDPSIS=0.001

•••

        END

//      loop 1 isolation at 12.8 seconds

// ievnt(435)=0 controls PZR isolation from PHTS 

        IF TIM >=12.8

           IEVNT(435)=0

        END

그림 3.1-2는 위의 입력을 이용하여 ISAAC으로 계산한 처음 25초 동안의 일차계

통 냉각수 질량을 보여준다. 시간 0에서 HD8에서 냉각수 방출이 시작되면서 

ISAAC에서 정의된 Loop 2는 초기부터 고립되어 사고진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오

직 RD-14M 실험 장치의 폐회로로 정의된 Loop 1의 냉각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Loop 1과 연결되어 있는 Surge Tank (가압기 기능)의 질량도 사고초기

부터 감소하다가 실험에서처럼 12.8초부터는 일차계통과 고립되어  더 이상 감소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위 결과로부터 RD-14M 실험 장치에서의 단일 폐회

로 모의를 위해 예제 계산에서 사용된 ISAAC 입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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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월성 2,3,4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대한 ISAAC 모델링[8]

그림 3.1-2 ISAAC을 이용한 RD-14M 단일폐회로 모의에 따른 

일차계통 냉각수 질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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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심 출력 모의

RD-14M의 B9401 실험에서의 노심 출력은 표 3.2-1과 같이 트립되기 전까지는 

전출력으로 운전하다가 2초에 트립 되면서 붕괴열만 전달한다.  ISAAC에서도 동일

한 출력거동을 모의하였다.  즉, ISAAC에서의 노심 출력은 QCR0로 입력되며 트립 

이전의 전체 출력이 8,140kW이므로, 2개의 폐회로를 고려하여 16.28MW를 입력한

다.  ISAAC에서 트립 이후의 출력은 일반적으로 ANSI 붕괴열 곡선을 사용하지만 

이외에도 시간에 따른 출력 거동을 입력으로 줄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붕괴열의 

합은 325 kW로 전출력의 약 3.99%에 해당하므로 트립이후의 출력은 초기 출력의 

4%로 입력하였다. parameter file 중의 관련 입력은 다음과 같다:

QCR0    16.28E6   core thermal power (rd14m) 

NFQHF       3   number of entries in decay heat (rd14m) 

TIFQHF(1)   0     time from the reactor scram (rd14m)

TIFQHF(2)   0.1

TIFQHF(3)   500 assume constant decay power after scram

FQHF(1)     1.0 decay heat (fraction of full power) 

FQHF(2)     0.04

FQHF(3)     0.04 assume decay power of 4% to the initial power

표 3.2-1  B9401 실험에서의 노심 열 출력 [7]



- 9 -

이외에도 발전소 전체의 출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ISAAC은 펌프 출력 (QCP0), 노

심에서 감속재로의 감마 열전달비율 (FQGAMA), 그리고 일차계통에서 원자로건물

로의 열 손실량 (QC0) 등을 필요로 하지만, RD-14M 실험 해석에서는 관련 변수

들을 무시하여 노심 열출력이 모두 냉각재로 전달되도록 모의하였다 

(QCP0=QC0=FQGAMA=0). 

수평 연료관에서의 출력 분포를 위해 ISAAC에서는 채널 별 출력 분율 

(FPCH(ich,iloop))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10개의 수평연료관 모형에서의 출력 분

율을 표 3.2-1에서의 분포를 고려하여 다음처럼 입력하였다.  여기서 ich는 수평연

료관 지시번호로, RD-14M 실험의 HS5번부터 HS9번까지가 ich=1~5이고, HS10

번부터 HS14번까지가 ich=6~10에 해당된다.  iloop은 폐회로 구분 지시번호로, 

RD-14M의 경우 단일 폐회로이지만, ISAAC에서는 두 회로 모두 동일하게 모의하

였다 . 

**CHANNEL PEAKING FACTOR FPCH(ICH,ILOOP) (rd14m)

** peaking factor was determined from power distribution in 10 loops

FPCH(1,1)  0.9484

FPCH(2,1)  0.9521

FPCH(3,1)  1.006

FPCH(4,1)  1.1720

FPCH(5,1)  0.9656

FPCH(6,1)  0.9349

FPCH(7,1)  0.9398

FPCH(8,1)  0.9792

FPCH(9,1)  1.1548

FPCH(10,1)  0.9472

또한 원전에서는 수평연료관 내부에 축방향으로 12개의 연료다발이 장전되고 각각

의 출력 분포를 고려하여 연료다발의 출력 분포 (FPA(i),i=1,12)를 입력하지만 

RD-14M 실험에서는 연료다발의 개념이 없으므로 NAXNOD (number of axial 

nodes in a channel) 값을 1로 입력하여 단일 연료다발로 가정하였다.

그림 3.2-1과 3.2-2는 ISAAC으로 계산한 RD-14M의 B9401 실험 운전조건에서

의 전체 출력과 각 채널별 출력 거동을 각각 보여준다.  초기 출력이 8.14MW이고, 

사고 후 2초에 트립되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325kW의 붕괴열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각 채널별로 출력 거동도 표 3.2-1에 따른 분포를 잘 모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3.2-2는 출력 테스트를 위한 ISAAC 입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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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RD-14M 장치에서의 출력 거동 모의를 위한 ISAAC 입력 (5초 계산)

       SENSITIVITY ON 

       

       TITLE 

RD14M (LOCA (B9401)) 

hpi works, MPI skips, then lpi starts

mfw off, aux on after scram

       END               // TITLE CARD SHOULD END WITH "END"

       

       START TIME IS 0.     // KEY WORD

       

       END TIME IS 5 seconds 

       PRINT INTERVAL IS 1. 

       PARAMETER FILE rd14m.PAR 25    

  

       PARAMETER CHANGE   // KEY WORD

       tdfqmn=0.1

       tdfqmx=0.1

       fqgama=0.

       tifqhf(1)=0.0

       tifqhf(2)=0.001

       tifqhf(3)=500

       tdmax=0.01

       naxnod=1

  // 1 region SG model (first try)

       isg2r=0

  // loop isloation control for Rd14M

        PLOCA=9.999e6

        TDPSIS=0.001

  //

        FBB(1)= 9    // break location is loop1 rih4

        ZBB(1)=10.7 // break elevation

        ABB(1)=12.0e-4 // 

  // sensitivity parameter

        vfps0 = 0.0 // initial ps average void fraction

        vfcirc = 0.05 // vf for homogeneous flow

        vfsep = 0.5 // vf for phas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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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fcpmx = 0.9 // rcp trip vf criteria

    // initialization for ECCS (for calculation in function below)

        eccshp=0.

        eccslp=0.

    // initialize water level in basement for low ECCS flow

       xwrb0(1)=5.

    // PHTS pump trip parameter

       tdptrp=120. // pump trip delay time

         END

       INITIATORS

         ievnt(409)=1

   // ECCS On 

          IEVNT(422)=0

          IEVNT(424)=0

          IEVNT(426)=0

   // CLOSE ALL MSIV'S

          IEVNT(439)=1

          IEVNT(440)=1

          IEVNT(441)=1

          IEVNT(442)=1

    // END SHILED COOLING Off

    //      IEVNT(460)=0

    // moderator cooling off

    //      IEVNT(438)=1

    // loop isolation failure on loop 1

            IEVNT(435)=1

       END

        IF TIM >= 2.0

//         TRIP TIME FROM FSAR 

//           MANUAL SCRAM         

            ievnt(401)=1

//         STOP MAIN & start AUX FEEDWATER AFTER SCRAM

           IEVNT(455)=0

           IEVNT(456)=0

           IEVNT(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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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VNT(458)=0

// trip rcp

            ievnt(481)=1

            ievnt(483)=1

         END

//  loop 1 isolation at 12.8 seconds

        if tim >=12.8

           ievnt(435)=0

        end

//  low ECCS stops

        if eccslp .gt. 1700.

           ievnt(426)=1

        end

plotfil 94

pps(1),wwhpi(1),wwlpi(1), macum, eccshp, eccslp, eccssum, wbrk,mwsg1

qsgtot1, qsgtot(1), qsgu1, qsgb1

volif, volof, volpr, volf, voltot

rho, mwps(1), twps(1), vfps(1), xwbcr(1), xwucr(1), xwbi(1), xwui(1)

xwch(1,1), xwch(2,1), xwch(3,1), xwch(4,1), xwch(5,1)

xwch(6,1), xwch(7,1), xwch(8,1), xwch(9,1), xwch(10,1)

wwps(1), wwps(2), dtsub1, tp641, tp691, tiscrm

qdcn(1,1,1),qdcn(1,2,1),qdcn(1,3,1),qdcn(1,4,1),qdcn(1,5,1)

qdcn(1,6,1),qdcn(1,7,1),qdcn(1,8,1),qdcn(1,9,1),qdcn(1,10,1)

qvcr(1,1,1), qvcr(1,2,1), qvcr(1,3,1), qvcr(1,4,1),qvcr(1,5,1)

qvcr(1,6,1), qvcr(1,7,1), qvcr(1,8,1), qvcr(1,9,1),qvcr(1,10,1)

fqp(1), fqp(2), fqp(12), mfp0(1), mfp0(2), mfp0(12)

qdecay(1), qdecay(2), qdect(1), qdect(2)

fpknod(1,1,1),fpknod(1,2,1),fpknod(1,3,1),fpknod(1,4,1),fpknod(1,5,1)

fpknod(1,6,1),fpknod(1,7,1),fpknod(1,8,1),fpknod(1,9,1),fpknod(1,10,1)

fqnvcr(1,1,1),fqnvcr(1,2,1),fqnvcr(1,3,1),fqnvcr(1,4,1),fqnvcr(1,5,1)

fqnvcr(1,6,1),fqnvcr(1,7,1),fqnvcr(1,8,1),fqnvcr(1,9,1),fqnvcr(1,10,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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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ISAAC으로 모의한 RD-14M 출력 거동 (W)

그림 3.2-2 ISAAC으로 모의한 RD-14M의 채널 별 출력 거동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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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HTS 펌프 관성운전 모의

PHTS 펌프 운전 관련하여 필요한 입력은 펌프를 통한 압력상승 (PDCP0)과 정상 

운전에서의 유량 (WWCP0)이다.  RD-14M 장치에서의 펌프 헤드 (224m [7])로부

터 압력 상승은 약 1.5x106 Pa (delP=rho*g*H=9.8*224/0.00145)로 계산되며, 정

상 유량은 24kg/s이 사용되었다 [7].

RD-14M 실험에서 blowdown 시작 (10초) 이후 2초 지나면서 일차계통 펌프를 

rundown 시킨다 (표 2-1 참조).   따라서 ISAAC에서도 2초 경과하면서 사용자 

입력으로 펌프를 트립시키며, 이때 사용한 펌프 관성 곡선은 실험 장치에서 사용한 

곡선 (그림 3.3-1 참조)에 따라 ISAAC입력을 작성하였다. 트립 논리와 펌프 관성 

입력은 다음과 같다:

      IF TIM >= 2.0 // blowdown 시작 시점 (10초)이 ISAAC에서는 0초에 해당

      ievnt(481)=1 // broken pass에 있는 pump trip

      ievnt(483)=1 // unbroken pass에 있는 pump trip

      END

**   PUMP CURVE FROM rd14m DATA

NWPST  5  no. of points in main coolant pump coast-down curve (5 max)

**

WFPST(1)  1.00   first fractional mass flowrate in mcp coast-down curve 

WFPST(2)  0.3543     second fractional flowrate

WFPST(3)  0.1652     

WFPST(4)  0.05217    

WFPST(5)  0.02391   

**

TIWPST(1)   0.E0       first time in coast-down curve--must be 0

TIWPST(2)   19.9E0    next time

TIWPST(3)   40.34E0  

TIWPST(4)   80.68E0  

TIWPST(5)   159.7E0  

그림 3.3-2는 초기부터 펌프를 트립시킨 ISAAC 결과로, 그림 3.3-1과의 비교해보

면 관성유량의 경향은 유사하지만 유량이 약간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펌프 가동

시점부터 일차계통에서의 기포율 증가에 따른 혼합유량의 평균 감소 효과를 반영하

여 ISAAC에서 펌프유량을 보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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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RD-14M에서의 펌프 관성 곡선 [9]

그림 3.3-2 ISAAC 계산에 의한 RD-14M에서의 펌프 관성 유량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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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일차계통 노드 (열침원, heat sink) 모의

ISAAC에서는 수평연료관과 입출력 피더관을 제외한 일차계통이 모두 14개의 노드

로 이미 코드 내부에 정의되어 있다 (표 3.4-1 참조).  따라서 실제 RD-14M 실험 

장치에 대한 기하학적 정보를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노드 구조에 맞추어 입력하여

야 한다.  여기에는 참조기준으로부터의 높이, 열침원 길이, 유로 면적, 열침원 두

께, 냉각수 량에 따른 수위 계산용 표 (look-up table), 열전달 면적 등의 열침원의 

제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3.4-2 참조).  표 3.4-3부터 3.4-7에는 표 3.4-2에 언

급되어 있는 변수들에 대한 RD-14M 장치의 입력이 예시되어 있다.  일차계통 노

드 질량 (MHS)이나 피더관 질량 등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입력 보완이 필요하지만 

B9401 실험이 약 400초까지의 단기간 냉각재 상실사고 모의이므로 일차계통 외부

로의 열전달현상은 사고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분석에서

는 월성 원전에서 사용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입력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하여 할 입력 중의 하나가 폐회로 부피이다. 이 입력에 

기초하여 초기 일차계통의 냉각수 재고량이 결정되며, 재고량에 따라 사고 진행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4.10-1에는 ISP에 참가한 각국이 계산한 냉각재 재고

량을 보여주며, 초기값은 750~850 kg의 분포를 갖는다. ISP 검증 보고서에 loop 

부피 (1.01 m3)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7], ISAAC에서 정의된 14개의 노드와 10개

의 수평연료관, 그리고 40개의 피더관의 부피의 합 (가압기와 비상노심주입계통은  

제외하였음)이 이와 일치하면 좋지만 대개는 차이를 보이며, 본 계산에서는 증기발

생기 입구 및 출구 플래넘의 부피를 증가시켜 전체 부피를 맞추었다. 표 3.4-3의 

일차계통 (14개의 노드) 부피를 합하면 모두 0.64567m3이다.  여기에 수평연료관 

부피와 피더관 부피를 더하면 일차계통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수평연료관은 길이가 5.94m이고, 유로 면적이 6.3285x10-4m2이다.  유로 면적은 

연료채널 (내부직경 44.8mm)의 면적으로부터 7개의 연료봉 (외부직경 13.1mm) 면

적을 제하여 계산하였다 [7].  따라서 단일 수평연료관 부피는 3.759x10-3m3이고 

10개의 합은 3.759x10-2m3이다.

ISAAC에서 계산하는 피더관의 부피는 피더관의 수직 부분과 수평부분 (end 

fitting) 부피의 합으로 정의된다.  피더관의 수직부분 부피는 유로면적과 피더관의 

수직 높이의 곱으로 표현되며, 유로면적은 사용자 입력변수인 피더관의 내부반경 

(XRFEDI, XRFEDO)으로부터 계산되고, 피더관의 수직 높이는 원자로모관의 높이 

(ZFHS(9,1))와 피더관이 연결되어 있는 수평연료관의 높이 (ZFCOR(ich, il))와의 

차이로 계산된다.  실제 원전이나 RD-14M 실험 장치에서의 피더관의 반경은  입

구/출구 모관에 따라, 그리고 연결되는 수평연료관에 따라 서로 다르고, 또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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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더관의 길이도 원자로모관의 높이와 수평 연료관 높이 차이보다 훨씬 길지만, 현

재의 ISAAC 모델은 동일한 반경의 입구피더관과 출구피더관으로 가정하고 피더관 

길이도 단순이 높이 차이로 정의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피더관 내부의 냉각수 부

피가 실제와 동일하도록 입구피더관 반경 입력인 XRFEDI와 출구피더관 반경인 

XRFEDO를 계산해야 한다.  RD-14M 모의를 위한 입구피더관 반경은 0.02086m, 

출구모관 반경은 0.02728m로 계산되었다.  피더관의 수평부분 부피 (VOLEFI, 

VOLEFO)도 사용자 입력변수로, 피더관이 연결된 dead space의 flow annulus 부

피와 reducer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관과의 연결부분에서의 부피를 반영하였다.  입

구/출구 모관 모두 동일하며 사용된 값은 2.768x10-3m3이다. 

일차계통 각 구간 별 부피와 부피의 합이 표 3.4-8에 정리되어 있으며 ISAAC에서 

계산되는 일차계통 단일폐회로의 부피는 약 1.004m3이다.  표에서 보듯이 일차계

통의 노드는 1부터 14까지이며, 입구모관 피더관의 번호는 코드 내부에서 15부터 

19, 그리고 20부터 24로 정의되며, 출구모관 피더관은 52부터 56, 57부터 61까지

이다.  수평연료관의 번호는 그림 2-1의 번호와 일치시켰다.  이 값은 ISAAC의 입

력변수인 일차계통 부피의 합 (VPS0)에 사용되며, ISAAC은 2개의 폐회로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VPS0에는 2.008m3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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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ISAAC 코드에서의 PHTS 노드 정의

노드 번호 노드 이름

1 broken loop pump discharge line

2 broken loop reactor inlet header

3 broken loop reactor outlet header

4 broken loop S/G inlet piping

5 broken loop S/G hot leg tubes

6 broken loop S/G cold leg tubes

7 broken loop pump suction line

8 unbroken loop pump discharge line

9 unbroken loop reactor inlet header

10 unbroken loop reactor outlet header

11 unbroken loop S/G inlet piping

12 unbroken loop S/G hot leg tubes

13 unbroken loop S/G cold leg tubes

14 unbroken loop pump suc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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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PHTS 노드와 관련된 변수

I : node number(1~14), IL : loop number(1~2)

Variable Name Definition

XD(I,IL) Hydraulic diameter of primary node

VOL(I,IL) Volume of primary side node

AG(I,IL) Gas flow area in primary side node

ZFHS(I,IL) Heat sink  bottom elevation from calandria tank bottom

ZHS(I,IL) Heat sink height

MHS(I,IL) Heat sink mass

AHS(I,IL) Heat transfer area (inner surface area)

INPLPS(I,IL)

Insulation type

          >0 : layers of reflective type 

          =0 : calcium silicate bulk type

          =-1: rock wool insulation

XTINS(I,IL) Heat sink insulation thickness (use non-zero only if bulk)

Lookup table (height vs. volume)

XZWHS(J,I,IL)

Height for which volume fraction is given

 J = 1,n (number of data for (I,IL) node) 

 I (heat sink node number) = 1, 14 (refer to Table 3.4-1)  

 IL (loop number) = 1,2

VLWHS(J,I,IL) Volume fraction corresponding to XZWHS(J,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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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노드 직경 (XD) 및 부피 (VOL)

**             HYDRAULIC DIAMETER OF PRIMARY NODE (rd14m)  

**    LOOP 1

XD(1,1) 0.07792NODE 1

XD(2,1) 0.193675 2

XD(3,1) 0.193675 3

XD(4,1) 0.09718 4

XD(5,1) 0.01362 5

XD(6,1) 0.01362 6

XD(7,1) 0.09718 7

**

XD(8,1) 0.07792NODE 8

XD(9,1) 0.193675 9

XD(10,1) 0.193675 10

XD(11,1) 0.09718 11

XD(12,1) 0.01362 12

XD(13,1) 0.01362 13

XD(14,1) 0.09718 14

**             VOLUME OF PRIMARY SIDE NODE

**     LOOP 1

VOL(1,1) 0.01879 1

VOL(2,1) 0.0321 2

VOL(3,1) 0.0299 3

VOL(4,1) 0.058155 4

VOL(5,1) 0.06064 5

VOL(6,1) 0.06064 6

VOL(7,1) 0.06261 7

**

VOL(8,1) 0.01879 8

VOL(9,1) 0.0321 9

VOL(10,1)0.0299 10

VOL(11,1)0.058155 11

VOL(12,1)0.06064 12

VOL(13,1)0.06064 13

VOL(14,1)0.0626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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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노드 기체 유로 면적 (AG) 및 노드 바닥까지의 높이 (ZFHS)

**             GAS FLOW AREA IN PRIMARY SIDE NODE

**      LOOP 1

AG(1,1)          0.004786 1

AG(2,1)          0.02946 2

AG(3,1)          0.02946 3

AG(4,1)          0.0074173 4

AG(5,1)          0.006411 5

AG(6,1)          0.006411 6

AG(7,1)          0.0074173 7

**

AG(8,1)          0.004786 8

AG(9,1)          0.02946 9

AG(10,1)         0.02946 10

AG(11,1)         0.0074173 11

AG(12,1)         0.006411 12

AG(13,1)         0.006411 13

AG(14,1)         0.0074173 14

**             HEAT SINK ELEVATION FROM CALANDRIA BOTTOM 

**     LOOP 1

ZFHS(1,1)    10.8068375 TO HS 1

ZFHS(2,1)    10.6131625 HS 2

ZFHS(3,1)    10.6131625 HS 3

ZFHS(4,1)    10.8068375 HS 4

ZFHS(5,1)    13.31 HS 5

ZFHS(6,1)    13.31 HS 6

ZFHS(7,1)    11.36141 HS 7

**

ZFHS(8,1)    10.8068375 HS 8

ZFHS(9,1)    10.6131625 HS 9

ZFHS(10,1)   10.6131625 HS 10

ZFHS(11,1)   10.8068375 HS 11

ZFHS(12,1)   13.31 HS 12

ZFHS(13,1)   13.31 HS 13

ZFHS(14,1)   11.36141 H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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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노드 길이 (ZHS) 및 질량 (MHS)

**             HEAT SINK HEIGHT (rd14m)

**      LOOP 1

ZHS(1,1) 1.8821225 (HS 1) (=12.68896-10.8068375)

ZHS(2,1) 0.193675 (HS 2) (=10.8068375-10.6131625)

ZHS(3,1) 0.193675 (HS 3)

ZHS(4,1) 2.5031625 (HS 4) (=13.31-10.8068375)

ZHS(5,1) 9.3 (HS 5) (=22.61-13.31)

ZHS(6,1) 9.3 (HS 6)

ZHS(7,1) 1.94859(HS 7) (=13.31-11.36141)

**

ZHS(8,1) 1.8821225 (HS 8)

ZHS(9,1) 0.193675 (HS 9)

ZHS(10,1) 0.193675 (HS 10)

ZHS(11,1) 2.5031625 (HS 11)

ZHS(12,1)9.3 (HS 12)

ZHS(13,1)9.3 (HS 13)

ZHS(14,1) 1.94859(HS 14)

**             MASS OF HEAT SINK (rd14m/ final tuning required)

**   LOOP 1

MHS(1,1) 44.78 HS 1

MHS(2,1) 78.47 HS 2

MHS(3,1) 73.59 HS 3

MHS(4,1) 100.41 HS 4

MHS(5,1) 172.18 HS 5

MHS(6,1) 172.18 HS 6

MHS(7,1) 113.9 HS 7

**

MHS(8,1) 44.78 HS 8

MHS(9,1) 78.47 HS 9

MHS(10,1) 73.59 HS 10

MHS(11,1) 100.41 HS 11

MHS(12,1) 172.18 HS 12

MHS(13,1) 172.18 HS 13

MHS(14,1) 113.9 H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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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노드 표면적 (AHS)

**      HEAT TRANSFER AREA OF HEAT SINK (ONE SIDE AREA)

**   LOOP 1

AHS(1,1)        1.032 HS 1

AHS(2,1)        0.74 HS 2

AHS(3,1)        0.6915 HS 3

AHS(4,1)        1.485 HS 4

AHS(5,1)        19.29 HS 5 

AHS(6,1)        19.29 HS 6

AHS(7,1)        1.684 HS 7

**

AHS(8,1)        1.032 HS 8

AHS(9,1)        0.74 HS 9

AHS(10,1)       0.6915 HS 10

AHS(11,1)       1.485 HS 11

AHS(12,1)       19.29  HS 12  

AHS(13,1)       19.29  HS 13

AHS(14,1)       1.684  H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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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노드 높이 (XZWHS) 및 부피 분율 (VLWHS) 보간표 (1/2)

**             LOOKUP TABLE (HEIGHT VS VOLUME FRACTION) (rd14m)

**     LOOP 1

**

XZWHS(1,1,1)     0.         NODE 1           

XZWHS(2,1,1)     1.803

XZWHS(3,1,1)     1.882

VLWHS(1,1,1)     0.                          

VLWHS(2,1,1)     0.576

VLWHS(3,1,1)     1.0                         

**                                           

XZWHS(1,2,1)     0.         NODE 2           

XZWHS(2,2,1)     0.193675                     

VLWHS(1,2,1)     0.                          

VLWHS(2,2,1)     1.0                         

**                                           

XZWHS(1,3,1)     0.         NODE 3           

XZWHS(2,3,1)     0.193675                      

VLWHS(1,3,1)     0.                          

VLWHS(2,3,1)     1.0                         

**                                           

XZWHS(1,4,1)     0.         NODE 4           

XZWHS(2,4,1)     2.503                     

VLWHS(1,4,1)     0.                          

VLWHS(2,4,1)     1.0                      

**                                           

XZWHS(1,5,1)     0.         NODE 5           

XZWHS(2,5,1)     9.3

VLWHS(1,5,1)     0.                          

VLWHS(2,5,1)     1.0                         

**                                           

XZWHS(1,6,1)     0.         NODE 6           

XZWHS(2,6,1)     9.3

VLWHS(1,6,1)     0.                          

VLWHS(2,6,1)     1.0                         

**                                           

XZWHS(1,7,1)     0.         NODE 7           

XZWHS(2,7,1)     0.09718                     

XZWHS(3,7,1)     1.32755                     

XZWHS(4,7,1)     1.94859

VLWHS(1,7,1)     0.                          

VLWHS(2,7,1)     0.4425                     

VLWHS(3,7,1)     0.6675                     

VLWHS(4,7,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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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노드 높이 (XZWHS) 및 부피 분율 (VLWHS) 보간표 (2/2)

**             LOOKUP TABLE (HEIGHT VS VOLUME FRACTION) (rd14m)

**     LOOP 1

**

XZWHS(1,8,1)     0.         NODE 8           

XZWHS(2,8,1)     1.803

XZWHS(3,8,1)     1.882

VLWHS(1,8,1)     0.                          

VLWHS(2,8,1)     0.576

VLWHS(3,8,1)     1.0                         

**                                           

XZWHS(1,9,1)     0.         NODE 9           

XZWHS(2,9,1)     0.193675                     

VLWHS(1,9,1)     0.                          

VLWHS(2,9,1)     1.0                         

**                                           

XZWHS(1,10,1)     0.         NODE 10           

XZWHS(2,10,1)     0.193675                      

VLWHS(1,10,1)     0.                          

VLWHS(2,10,1)     1.0                         

**                                           

XZWHS(1,11,1)     0.         NODE 11           

XZWHS(2,11,1)     2.503                     

VLWHS(1,11,1)     0.                          

VLWHS(2,11,1)     1.0                      

**                                           

XZWHS(1,12,1)     0.         NODE 12           

XZWHS(2,12,1)     9.3

VLWHS(1,12,1)     0.                          

VLWHS(2,12,1)     1.0                         

**                                           

XZWHS(1,13,1)     0.         NODE 13           

XZWHS(2,13,1)     9.3

VLWHS(1,13,1)     0.                          

VLWHS(2,13,1)     1.0                         

**                                           

XZWHS(1,14,1)     0.         NODE 14           

XZWHS(2,14,1)     0.09718                     

XZWHS(3,14,1)     1.32755                     

XZWHS(4,14,1)     1.94859

VLWHS(1,14,1)     0.                          

VLWHS(2,14,1)     0.4425                     

VLWHS(3,14,1)     0.6675                     

VLWHS(4,14,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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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부피 (m3) 부피 (m3)

일차계통

1 8 0.01879

합: 0.64567

2 9 0.0321

3 10 0.0299

4 11 0.058155

5 12 0.06064

6 13 0.06064

7 14 0.06261

수평연료관

HS5 HS10 0.003759

합: 0.03759

HS6 HS11 0.003759

HS7 HS12 0.003759

HS8 HS13 0.003759

HS9 HS14 0.003759

입구모관 

피더관

15 20 0.00851

합: 0.1256

16 21 0.01199

17 22 0.012406

18 23 0.013157

19 24 0.01675

출구모관 

피더관

52 57 0.01259

합: 0.19523

53 58 0.01855

54 59 0.019251

55 60 0.020537

56 61 0.026685

합 1.0041 (m3)

표 3.4-8 RD-14M 일차계통 모의를 위한 ISAAC 부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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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압기 모의

ISAAC 모의를 위한 가압기 입력 중 RD-14M 고유의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PRESSURIZER  (PARAMETER GROUP #3)

**

VPZ 0.549 pressurizer volume

APZ 0.292 pressurizer cross-sectional area 

QPZHTT 0.D6 pressurizer heater total output

QPZHTV 0.E5 heat output when variable heaters are fully on

XDSR 0.0381 diameter of the surge line

XLSR(1) 16.97 length of the surge line in loop 1 

XLSR(2) 16.97 length of the surge line in loop 2

XTSR 0.00508 thickness of surge line [=(0.04826-0.0381)/2]

XWSL 12.95 elevation difference from the bottom of 

pressurizer to surge line nozzle (ZSR) 

ZSR 10.71 elevation of the surge line nozzle which 

attaches the surge line to the outlet header

MPZ 2273. EMPTY MASS OF PZR STEEL (rd14m)

ASEDPZ 0.292 SEDIMENTATION AREA (rd14m)

MPZSR(1) 92.4 surge line mass (make sure it is consistent 

with the length XLSR specified above) in loop 1 

MPZSR(2) 92.4 for loop 2 

ZWPZ0 1.128 pressurizer water level (above bottom of PZR) 

assume 60% of PZR height (1.88m=VPZ/APZ) 

MWSG0 808. initial water mass of 2ndary side of each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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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증기발생기 모의

ISAAC 모의를 위한 증기발생기 입력 중 RD-14M 고유의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증기발생기 모델은 1구역 모델과 2구역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계산에서는 1구역 모델 (ISG2R=0)을 사용하였다, 

VSG 1.4 total secondary side free volume (to the msiv's) 

ASGDC 0.01 downcomer cross-sectional flow area 

AFLWSG 0.0666 tube bundle (secondary) side flow area 

ZWSG0 11.2 2-phase water level in tube bundle at the sec side

TFW 460. main feedwater temperature 

WFWMX 2.7 max feedwater flowrate per s/g

VSGPHD 0.0692 total primary head(s) volume per sg 

** sg inlet head + outlet head voume 

(4*pi/3 * r**3 /2, r=0.3636/2)

VSGPRI 0.1892 total primary side volume per SG

** u-tube volume + lower head volume

XTSGTS 0.146 tubesheet thickness

NTSG 44 number of tubes in a steam generator

XTSG 0.00113 thickness of steam generator tubes 

XIDSG 0.01362 id of steam generator tubes

KTSG 18.4 thermal conductivity of steam generator tubes

**

** SG secondary side height-volume lookup table (rd14m)

**

NZPTS 3. number of points in height vs. volume table for

**                       secondary side of steam generator  (max=10).

VOFZSG(1) 0.0 first point corresponds to ZOFSG(1)

VOFZSG(2) 0.717 second point corresponds to ZOFSG(2)

VOFZSG(3) 0.9 third point corresponds to ZOFSG(3)

ZOFSG(1) 0.0 first point referenced to bottom of tubesheet

**                       corresponds to VOFZSG(1)

ZOFSG(2) 9.36

ZOFSG(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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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연료봉 모의

RD-14M에서는 그림 3.7-1과 같은 수평연료관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ISAAC에 내장되어 있는 기존 모델대신 7개의 모의 연료봉과 

flow 튜브로 다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코드 

개편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 분석에서는 실제 수평연료관 모사를 위해 ISAAC에서 

사용하는 노심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ISP에 참석한 아르헨티나도 본 분석과 

마찬가지로 FIREBIRD 코드의 연료모델 (fuel model)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RD-14M 실험이 실제 원전에서의 노심 열적 거동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노심 

모델을 사용하여도 온도 거동을 비교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7-1 RD-14M 실험에서 사용된 모의 연료봉 단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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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수평연료관 구성

ISAAC에서도 RD-14M에서의 구성과 동일하게 수평연료관을 정의하였다.  그림 

2-1에서처럼 모두 10개의 수평연료관이 각각 5개씩 원자로입출구모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ISAAC에서는 표 3.8-1의 입력을 사용하여 수평연료관을 모의하였다.  

ICHMAX(il)는 각 폐회로에 정의된 수평연료관 개수로 RD-14M의 경우 10개이므

로 동일한 값이 사용되었다.  Loop 2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이 적용되었고, 이는 

ISAAC에서는 Loop 2에 대한 계통 모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Loop 1

과 Loop 2의 피더관을 모의할 때 현재의 ISAAC에서는 동일한 변수 

(XRFEDI/XRFEDO/VOLEFI/VOLEFO 등)가 양 쪽 폐회로에 사용되므로 수평연료

관도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일관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ISAAC에서의 각 수평연료관은 실제 원전에서의 수평연료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NTUBE(ich, il)를 사용하여 대표연료관에 속해있는 압력관/칼란드리아관의 수를 나

타낸다.  RD-14M의 경우는 단일 수평연료관에 하나의 압력관/칼란드리아관이 속

해 있으므로 NTUBE에는 모두 1이 입력되었다.

RD-14M에서의 10개의 수평연료관은 각각5 개씩 broken pass와 unbroken pass

에 연결되어 있다.  ISAAC에서도 사용자가 입력으로 broken pass와 unbroken 

pass에 수평연료관을 분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변수가 ILOOP(ich,il)이다.  

이 값이 0이면 broken pass에, 1이면 unbroken pass에 연결된다.  따라서 

ILOOP(1,1)부터 ILOOP(5,1)에는 0을, ILOOP(6,1)부터 ILOOP(10,1)에는 1을 입력

하여 5개씩 나누어 수평연료관을 구성하였다. 

수평연료관의 높이도 입력으로 필요하며, ZFCOR(ich, il) 변수를 사용하여 각 수평

연료관의 높이를 입력한다.  이 높이는 참조 높이로부터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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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ISAAC의 수평연료관 구성 관련 입력

ICHMAX(1) 10. number of representative channels in loop 1

** NTUBE(i,il)   number of pressure tubes in channel i for loop il

NTUBE(1,1) 1

NTUBE(2,1) 1

NTUBE(3,1) 1

NTUBE(4,1) 1

NTUBE(5,1) 1

NTUBE(6,1) 1

NTUBE(7,1) 1

NTUBE(8,1) 1

NTUBE(9,1) 1

NTUBE(10,1) 1

** FLAG FOR THE CHANNEL WHICH IS CONNECTED TO

ILOOP(1,1) 0       

ILOOP(2,1) 0       

ILOOP(3,1) 0       

ILOOP(4,1) 0       

ILOOP(5,1) 0       

ILOOP(6,1) 1       

ILOOP(7,1) 1      

ILOOP(8,1) 1      

ILOOP(9,1) 1       

ILOOP(10,1) 1   

** fuel channel elevation from reference elevation

ZFCOR(1,1) 6.51 CORE CH #1 (corresponds to HS5)

ZFCOR(2,1) 3.96 CORE CH #2 (corresponds to HS6)

ZFCOR(3,1) 3.66 CORE CH #3 (corresponds to HS7)

ZFCOR(4,1) 3.11 CORE CH #4 (corresponds to HS8)              

ZFCOR(5,1) 0.48 CORE CH #5 (corresponds to HS9)

**

ZFCOR(6,1) 6.51 CORE CH #6 (corresponds to HS10)

ZFCOR(7,1) 3.96 CORE CH #7 (corresponds to HS11)            

ZFCOR(8,1) 3.66 CORE CH #8 (corresponds to HS12)

ZFCOR(9,1) 3.11 CORE CH #9 (corresponds to HS13)  

ZFCOR(10,1) 0.48 CORE CH #10(corresponds to H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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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비상노심주입 유량 모의

B9401 실험에서의 비상노심주입은 그림 2-1에서처럼 TK2 (Emergency Core 

Coolant Tank)로부터 펌프 P14를 이용한 고압주입과 펌프 P8을 이용한 저압주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고압주입의 경우 탱크로부터 고압주입펌프 (P14)를 이용

하여 원자로모관에 주입하고, 탱크의 수위가 10%보다 낮아지면 고압주입을 정지하

며, 저압주입은 저압용 폄프 (P8)를 이용하여 distilled water tank의 냉각수를 원

자로모관으로 공급하되 저압용 탱크의 수위가 50%보다 낮아지면 멈추도록 되어있

다.  

한편 ISAAC에서의 비상노심주입은 고압/중압/저압의 순서로 고정되어 있고, 고압/

중압의 경우 냉각수 공급원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즉, 고압 주입은 고압주입탱크

의 내부 압력과 일차계통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고압주입탱크로부터의 유량이 결정되

며, 중압은 다우징탱크로부터 중압주입펌프를 이용하여 열교환기를 거쳐 주입되고, 

저압은 원자로건물 지하실의 냉각수를 이용하여 저압 주입펌프를 통해 열교환기를 

거쳐 일차계통으로 주입된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로 B9401에서의 비상노심주입계

통을 모의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실험을 모의하였다.  

중요한 고압주입 관련 입력은 탱크 개수 (NACUM), 탱크의 냉각수 질량 

(MACUM0), 탱크 전체 부피 (VACUM), 초기 압력 (PACUM0), 탱크 연결관 직경 

(XDACUM), 그리고 고압주입 정지 질량 (MACUML)이지만, 실험에서는 펌프를 이

용하여 냉각수를 주입하므로 탱크 내 압력 계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탱크 부피나 초

기압력 등은 본 분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실험에서는 고압주입의 종료 기준으

로 TK2 탱크의 수위 (10%)를 사용하지만 탱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ISAAC에

서는 고압주입유량의 합으로 고압주입 종료시점을 결정하였다. 즉 고압주입계통을 

통해 주입된 총 주입유량이 약 1,800 리터 정도이므로 (그림 4.3-7 참조) 이를 무

게로 환산하고, 고압주입 종료 기준인 탱크 내부의 냉각수 최소 질량 (MACUML)

을 233kg (탱크 부피의 약 10%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가정하여 고압주입탱크의 

초기 냉각수 질량 (MACUM0)을 2033.0 kg으로 입력하였다.

MACUM0      2033.     initial water mass per water tank

VACUM      2.36      volume of (water and gas) per accumulator

PACUM0      5.5D6     initial pressure of accumulators

MACUML      233.      min water mass below which hpecc s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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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401 실험에서는 고압주입유량을 고압주입펌프인 P14를 이용하여 주입하며, 펌

프 성능곡선은 그림 3.9-1에 나타나있다. 이 곡선으로부터 ISAAC의 고압 주입 유

량 계산에 사용되는 ENGSAF 프로그램을 다음처럼 수정하였다:

       wwhpi(1)=20.e-3/vwacum

if (pps(1) .gt. 5.3e6) wwhpi(1)=0.

if (pps(1) .gt. 5.2e6 .and. pps(1).le. 5.3e6) 

     1    wwhpi(1)=-1.25e-3/vwacum/0.1e6*pps(1) + 66.25e-3/vwacum

if (pps(1) .gt. 4.7e6 .and. pps(1).le. 5.2e6) 

     1    wwhpi(1)=-1.75e-3/vwacum/0.5e6*pps(1) + 19.45e-3/vwacum

if (pps(1) .gt. 4.0e6 .and. pps(1).le. 4.7e6) 

     1    wwhpi(1)=-14e-3/vwacum/0.7e6*pps(1) + 97e-3/vwacum

if (pps(1) .gt. 3.5e6 .and. pps(1).le.4.0e6) 

     1    wwhpi(1)=-3e-3/vwacum/0.5e6*pps(1) + 41.e-3/vwacum  

그림 3.9-1 고압주입용 P14 펌프의 성능곡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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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에서의 중압 주입은 입력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워 프로그램 내에서 수정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저압주입유량은 distilled water storage tank로부터 펌프를 이용하여 주입되며, 펌

프 성능곡선은 그림 3.9-2와 같다. 고압주입과 마찬가지로 저압 주입 유량을 계산

하도록 ENGSAF 프로그램을 다음처럼 수정하였다:

 

if (pps(1) .gt. 1.5e6) wwlpi(1)=0.

if (pps(1) .le. 1.3e6) wwlpi(1)=12e-3/vwrb(jnsm)

if (pps(1) .gt. 1.3e6 .and. pps(1).le. 1.5e6) 

     1    wwlpi(1)=-12e-3/vwrb(jnsm)/0.2e6*pps(1) + 90.e-3/vwrb(jnsm)

저압주입용 탱크의 용량은 5.7m3으로, 탱크의 수위가 50%보다 낮으면 저압주입을 

멈추도록 운전한다.  ISAAC에서는 저압주입탱크를 따로 모의하지 않고 기존 모델

에서처럼 원자로건물 지하실로부터 주입되도록 하였다.  대신, 저압주입 누적량을 

계산하여 1.7 m3에 도달하면 (이 값은 그림 4.3-6의 저압주입 누적량으로부터 얻

었음) 노심 주입을 멈추도록 입력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입력에서처럼 

PARAMETER CHANGE에서 초기변수와 값을 지정하고 (eccslp=0), function을 정

의하여 누적 주입유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eccslp가 해당 질량에 도달하면 멈추도

록 제어 논리를 사고경위입력에 추가하였다.

        PARAMETER CHANGE 

•••

  // initialization for ECCS (for calculation in function below)

        eccslp=0. // initialization of cumulative low ECCS flow 

•••

        END

function

  // add up low ECCS flow rate (wwlpi) with time

eccslp=eccslp+wwlpi(1)*td/2 

end

  //  low ECCS stops

        if eccslp .gt. 1700.

           ievnt(426)=1 // force to stop low ECC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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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저압주입용 P8 펌프의 성능곡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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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B9401 실험 결과와의 비교

표 4-1에는 B9401 실험에서 비교 가능한 선택 변수들이 정리되어 있고, ISP에 참

가한 국가에서는 이 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7].  그러나 이 변수

들 중에는 ISAAC의 특성 상 비교할 수 없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ISAAC에서는 MAAP4와 마찬가지로 일차계통을 하나의 제어체적으로 모사하여 위

치에 상관없이 폐회로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압력 값을 가지며, 이로 인해 각 폐회

로로의 비상주입유량은 서로 다르지만 폐회로 내 원자로모관별 비상노심주입유량은 

동일하다.  따라서 원자로 입출구 모관별로 측정되는 실험 결과 (PHD8, PHD6, PHD7)

와는 ISAAC으로 계산되는 평균 압력과, 각 입출구모관으로의 ECCS 유량 (Q5, Q6, 

Q7, Q8)은 ISAAC의 평균 주입량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누적주입유량인 QINT  

(Integral of ECC Flows)와의 비교를 위해 ISAAC에서도 누적주입유량을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이외에도 실험 데이터로는 얻어지지 않지만 각국이 계산한 코드 결과로부터 비교 

가능한 변수들로는 pressurizer pressure (PSRG), Boiler 1 Drum Pressure (PB1),  

Break Discharge Mass Flowrate (QBRK), Total System Power (W), Mass 

Inventory in Primary Loop (M), Thermal Power across Boiler 1 (WTH1),  

Thermal Power across Boiler 1 (WTH2) 등이 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비교 결

과도 수록하였다.

B9401 실험에서는 원자로입구모관에 30mm 밸브를 달아 냉각재 상실사고를 모의

하였다.  ISAAC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파단면적을 입력으로 제공하며, 파단면적은 

7.0686x10-4 m2이다.  그러나 이 면적을 사용하면 실제 실험에서 예상되는 파단유

량보다 낮으며, 이는 파단 부위의 초기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실험에

서 원자로입구모관의 압력은 약 11.5MPa이며, 냉각수도 아냉각상태를 유지하는 반

면, ISAAC에서는 압력이 약 10MPa이고 냉각수도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실험과 

유사한 초기유량을 방출하도록 파단면적을 170% 증가시킨 경우와 (12x10-4 m2), 

실제 면적(7.0686x10-4m2)과 140% 증가시킨 면적 (10x10-4 m2)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4장 8절 참조).   170% 파단면적을 사용한 ISAAC 입력은 표 

4-2에, ISAAC에 의한 실험 모의 결과는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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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B9401 실험에서 비교 검증을 위한 선택 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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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RD-14M 모의를 위한 ISAAC 입력

       SENSITIVITY ON 

       

       TITLE 

Rd14M1 (LOCA (B9401) with ECCS test

hpi works, MPI skips, then lpi starts

mfw off, aux on after scram

       END               // TITLE CARD SHOULD END WITH "END"

       

       START TIME IS 0.     // KEY WORD

       END TIME IS 500 seconds 

       PRINT INTERVAL IS 50. 

       PARAMETER FILE rd14m1.PAR 25    

  

       PARAMETER CHANGE   // KEY WORD

       tdmax=0.1 // for ECCS flow rate summation outside the code

       naxnod=1

  // 1 region SG model (first try)

       isg2r=0

  // loop isloation control for Rd14M

        PLOCA=9.999e6

        TDPSIS=0.001

  //

        FBB(1)= 9    // BREAK LOCATION IS LOOP1 RIH4

        ZBB(1)=10.7  // inlet header elevatiom: 10.512~10.880 m

        ABB(1)=12.0e-4 // BREAK SIZE (170% of 30 mm break)

  // sensitivity parameter

        vfps0 = 0.0 // initial ps average void fraction

        vfcirc = 0.05 // vf for homogeneous flow

        vfsep = 0.5 // vf for phase separation

    // initialization for ECCS (for calculation in function below)

        eccshp=0.

        eccslp=0.

    // initialize water level in basement for low ECCS flow

       xwrb0(1)=5.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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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TORS

         ievnt(409)=1

   // ECCS On 

          IEVNT(422)=0

          IEVNT(424)=0

          IEVNT(426)=0

   // CLOSE ALL MSIV'S

          IEVNT(439)=1

          IEVNT(440)=1

          IEVNT(441)=1

          IEVNT(442)=1

    // loop isolation failure on loop 1

            IEVNT(435)=1

       END

        IF TIM >= 2.0

//         TRIP TIME FROM FSAR 

//           MANUAL SCRAM         

            ievnt(401)=1

//         STOP MAIN & start AUX FEEDWATER AFTER SCRAM

           IEVNT(455)=0

           IEVNT(456)=0

           IEVNT(457)=0

           IEVNT(458)=0

// trip rcp

            ievnt(481)=1

            ievnt(483)=1

         END

//  loop 1 isolation at 12.8 seconds

        if tim >=12.8

           ievnt(435)=0

        end

//  low ECCS stops

        if eccslp .gt. 1700.

           ievnt(426)=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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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weccs=wwhpi(1)+wwlpi(1)

eccshp=eccshp+wwhpi(1)*td/2

eccslp=eccslp+wwlpi(1)*td/2

eccssum=eccshp+eccslp

wbrk=wwbrk(1)+wgbrk(1)

mwsg1=mwbs(1)+mwus(1)

qsgtot1=qbsh(1)+qbsc(1)+qush(1)+qusc(1)

qsgu1=qush(1)+qusc(1)

qsgb1=qbsh(1)+qbsc(1)

volif=(vol(15,1)+vol(16,1)+vol(17,1)+vol(18,1)+vol(19,1))*2

volof=(vol(25,1)+vol(26,1)+vol(27,1)+vol(28,1)+vol(29,1))*2

volpr=(vol(1,1)+vol(2,1)+vol(3,1)+vol(4,1)+vol(5,1)+vol(6,1)+vol(7,1))*2

volf=0.03759

voltot=volif+volof+volpr+volf

rho=1/vwps(1)

dtsub1=tsatps(1)-twps(1)

tp41=tptn(1,4,1)-273.

tp91=tptn(1,9,1)-273.

end

plotfil 94

pps(1),wwhpi(1),wwlpi(1),weccs,macum, eccshp, eccslp, eccssum, 

wbrk,mwsg1

qsgtot1, qsgtot(1), qsgu1, qsgb1

volif, volof, volpr, volf, voltot

rho, mwps(1), twps(1), vfps(1), xwbcr(1), xwucr(1), xwbi(1), xwui(1)

wwps(1), wwps(2), dtsub1, tp41, tp9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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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B9401

실험 (초)

ISAAC 계산 결과 (초)

Abreak=

12x10-4 m2

Abreak=

10x10-4 m2

Abreak=

7.1x10-4 m2

냉각재 상실 시작 0 0

원자로 트립 (출력 감소 

시작)
2. 2

일차계통 펌프 트립 

(관성 운전 돌입)
2 2

가압기 고립 12.8 12.8

고압주입 시작 10.6 15.0 18.2 24.7

고압주입 종료 및 

저압주입 시작
106.2 111.7 114.7 124.1

일차계통 펌프 정지 203.2 - - -

저압주입 종료 340.7 252.9 255.9 265.2

계산 종료 400

표 4-3 파단면적에 따른 주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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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차계통 압력 거동

그림 4.1-1부터 4.1-3은 RD-14M 실험과 ISP에 참여한 각국이 계산한 일차계통 

압력거동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과 각 코드는 원자로 입출구 모관에서 

서로 다른 압력 거동을 보인다.  특히 원자로입구모관인 HDR8과 HDR6에서의 초

기압력은 약 11.5MPa인 반면 출구모관인 HDR7에서는 약 10MPa이다.  그러나 

ISAAC에서는 일차계통을 하나의 제어체적으로 정의하여 계산하며, 초기 압력은 가

압기 압력에 해당하는 10MPa을 사용한다.

약 150초 이후부터는 각 원자로모관에서의 압력 거동이 유사하므로, 150초까지의 

원자로 모관별 압력 거동을 그림 4.1-4에 모았고, 파단면적별 ISAAC 결과는 그림 

4.1-5에 제시하였다.  실험에서는 사고초기에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약 75초 지

나서는 약 0.7MPa 정도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반면 ISAAC에서는 단계별로 

압력이 감소하며, 파단면적이 작을수록 약 50초 부근에서 압력이 일정기간 유지되

다가 약 150초 지나서는 약 0.5 MPa 이하로 유지된다.  초기방출 유량을 맞춘 경

우 (파단면적: 12x10-4 m2)의 압력거동이 실험과 유사함을 보인다.

그림 4.1-1 원자로 입구모관 HDR8에서의 일차계통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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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원자로 입구모관 HDR6에서의 일차계통 압력 거동

그림 4.1-3 원자로 출구모관 HDR7에서의 일차계통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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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실험 및 코드로 계산한 원자로모관 압력 거동

그림 4.1-5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일차계통 평균 압력 거동 (Pa)

HDR8 HDR6
HD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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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펌프 출구 유량

실험이나 노드-유로를 사용하는 상세 코드는 일차계통 각 지점에서의 압력을 예측

하여 각 노드 사이에서의 유량과 유로 방향을 계산한다 (그림 4.2-1과 4.2-2 참

조).  그림 4.2-1에서 보듯이 펌프 1 출구 유량이 약 50초에서 65초 사이에서 음

의 값을 가지며, 이는 정상 흐름의 역 방향으로 냉각수가 흐름을 의미한다.  즉, 원

자로모관 8번 (HDR8)에서 파단이 생기면서 펌프 1로부터  HDR5를 거쳐 파단부위

로 냉각수와 고압주입유량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림 2-1 참조).  약 65초부터 

80초까지는 다시 정상 방향으로 유로가 형성되며 그 이후는 매우 적은 유량이 정 

방향과 역방향으로 흐른다. 

그림 4.2-3은 ISAAC으로 계산된 파단면적별 일차계통 유량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ISAAC은 실험에서 측정하듯이 노드 사이의 상세한 유량을 예측하지 못한

다.  이러한 결과는 연료봉 온도 거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4.7-1 ~ 4.7-3 참조).  ISAAC은 폐회로 전체를 대표하는 유량을 계산하며 따라서 

ISAAC 거동은 사고에 따른 노심의 전반적인 노출 유무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 있

다.  ISAAC의 초기 유량 (약 24 kg/s)은 실험 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   

그림 4.2-1 펌프 1 출구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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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펌프 2 출구 유량

그림 4.2-3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일차계통 유량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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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상노심계통 주입 유량

RD-14M 실험 결과와 각국에서 제시한 비상노심계통 주입유량 계산 결과들이 각 

원자로 모관별로 그림 4.3-1부터 4.3-4까지 열거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파

단부위와 가장 가까운 원자로입구모관 HDR8로의 주입 유량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4 참조).  그림 3.9-1에 따르면 최대 유량은 약 20 l/s 정도로 예

상되지만 실험에서는 최대 15 l/s까지 도달한다 (실험 데이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계측기 에러로 판단됨). 그림 4.3-5와 4.3-6에는 ISAAC

으로 계산한 고압 및 저압 주입 총 유량, 즉 각 원자로모관으로 나뉘기 전의 총유

량이, 그림 4.3-7에는 각 원자로모관으로 주입되는 유량이 나타나 있다.  그림 

4.3-1부터 4.3-4까지는 각 원자로모관으로의 주입유량이므로 그림 4.3-7과 비교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원자로모관별 압력 거동에 따라 주입 유량이 차이가 나며 

주입 거동도 다르지만, ISAAC에서는 원자로모관에서의 압력이 동일하므로 고압 및 

저압 주입량은 총 주입유량의 1/4씩 나누어 계산된다. 또한 주입기간 동안 주입량

은 거의 일정하며 (각각 5 kg/s와 3kg/s), 이는 주입량이 펌프 곡선에 의해 경계조

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4.3-8은 실험과 각국의 코드에 의한 일차계통으로의 누적 주입유량이다.   약 

20초부터 고압 주입이 시작되어 116초 부근에서 종료되며 누적 유량은 약 1,800L 

정도이다.  그 이후 약 350초까지 저압주입이 제공되며 총 누적유량도 약 3,500L 

정도이다.  그림 4.3-8에서 보듯이 ISAAC 결과는 고압 주입의 경우는 실험과 유사

하며, 저압주입에서는 실험보다 약간 빠르게 진행된다.  파단 면적이 12x10-4 m2의 

경우 고압주입은 약 15초부터 시작되어 약 112초 부근에서 종료되며, 저압 주입은 

약 253초 근처에서 종료된다.  특히 저압유량은 실험에 비해 많은 량이 주입되어 

상대적으로 일찍 종료됨을 알 수 있다.  고압 및 저압 주입유량, 특히 저압유량에  

대해서는 수두에 의한 영향과 펌프 곡선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

고 진행에 따른 비상노심급수 거동은 실험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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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원자로출구모관 HDR5로의 비상노심주입유량 거동

그림 4.3-2 원자로입구모관 HDR6로의 비상노심주입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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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원자로출구모관 HDR7로의 비상노심주입유량 거동

그림 4.3-4 원자로입구모관 HDR8로의 비상노심주입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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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ISAAC으로 계산한 고압 비상노심주입 총유량

그림 4.3-6 ISAAC으로 계산한 저압 비상노심주입 총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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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각 원자로모관으로 주입되는 

비상노심주입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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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실험과 각 코드로 계산한 누적 비상노심주입유량

그림 4.3-9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누적 비상노심주입유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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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증기발생기 입구 및 펌프  출구 기포율 (void fraction)

그림 4.4-1과 4.4-2는 증기발생기 1의 입구 (inlet plenum)와 증기발생기를 거쳐 

연료봉으로 가기 전의 펌프 (펌프 1) 출구에서의 기포율을 나타내며, 그림 4.4-3과 

4.4-4는 증기발생기 2의 입구와 유로가 연결된 펌프 2 출구에서의 기포율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2-1 참조).  실험 결과나 각국의 코드에서 제시한 결과는 위치에 

따라, 그리고 냉각수 상태에 따라 기포율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증기발생기 1 입구 기포율은 비상노심주입이 시작된 이후에도 약 75초와 85초 부

근에서 잠깐 냉각되는 것 외에는 거의 1로 유지되며 이는 주입 유량이 대부분 파단

부위로 방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를 거치면서 기포율이 낮

아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증기발생기 2 입구 기포율은 증기발생기 1 입구 기포율

과는 다른 거동을 보이며, 이는 HDR6으로 주입되는 낮은 온도의 비상노심 유량이 

수평연료관을 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펌프 2 출구는 파단 부위와 근접하기 때

문에 기포율은 거의 0.9 정도 유지된다. 

ISAAC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차계통 내부가 동일한 압력분포를 가지므로 실

험이나 상세코드가 예측하는 국부적 거동을 볼 수 없는 대신 파단부위로의 방출 유

량과 비상노심주입으로 인한 냉각재 분포에 따른 일차계통에서의 전반적인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 4.4-5는 폐회로 내부에서의 냉각재 상태에 따라 예측되는 폐회로

의 전반적인 평균 기포율을 보여주며, 일차계통 위치별로 구분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파단 면적 별 기포율 거동은 일차계통에 남아있는 냉각재와 주입되는 비

상노심유량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파단면적이 적은 경우 냉각재 재고량이 적어 (그

림 4.10-2 참조) 기포율이 높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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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증기발생기 1 입구 기포율

그림 4.4-2 펌프 1 출구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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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증기발생기 2 입구 기포율

그림 4.4-4 펌프 2 출구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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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일차계통 평균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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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압기 압력 거동

가압기는 초기에 연결되어 있다가 냉각재 상실 후 12.8초에 고립된다 (표 2-1 참

조).  따라서 사고 시작 2초 후에 노심 출력이 붕괴열로 줄면서 가압기에서 일차계

통으로 냉각수가 공급되다가 가압기가 고립되면서 압력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림 4.5-1은 실험 결과이며, 약 9.9 MPa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3초 부근에서 

9.2MPa 정도로 유지된다.  그림 4.5-2는 ISAAC에서의 파단면적에 따른 가압기 

압력 거동으로, 파단 면적이 12x10-4 m2인 경우 (파단 유량을 맞춘 경우) 초기 

10MPa에서부터 감소하여 약 9.2 MPa 부근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ISAAC으

로 예측한 가압기 압력은 비교적 실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그림 4.5-1 RD-14M에서의 가압기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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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ISAAC으로 계산한 가압기 압력 거동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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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증기발생기 압력 거동

실험에서의 증기발생기 압력은 그림 4.6-1에서 보듯이 약 4.5 MPa로부터 시작하

여 사고 초기에 조금 증가하다가 약 3.8 MPa 근처에서 유지됨을 보인다.  ISAAC

에서도 약 4.8MPa로부터 시작하여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그림 4.6-1 RD-14M에서의 증기발생기 압력 거동

그림 4.6-2 ISAAC에 의한 증기발생기 압력 거동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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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수평연료관 온도 거동

RD-14M 실험에서의 연료봉 온도 거동은 broken pass와 unbroken pass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파단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broken pass (그림 2-1의 펌프 

2 출구부터 펌프 1 입구까지)의 수평연료관 모형 HS13의 sheath 온도는 사고가 

시작되면서 온도가 초기 300C부터 약 500C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한다 (그

림 4.7-1 참조).  한편, unbroken pass (그림 2-1의 펌프 1 출구부터 펌프 2 입구

까지)에 속해있는 HS8의 sheath 온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4.7-2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파단부위로의 냉각수 방출로 일차계통 내부의 유량과 유로 방향

이 바뀜에 따라 수평연료관 모형으로 냉각수 주입량도 영향을 받아 해당 수평연료

관에 냉각수의 주입 시점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broken pass의 경우 사

고초기에 냉각수가 상실되면서 비상노심주입유량도 수평연료관에 일시적으로 도달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unbroken pass의 경우는 비상노심주입이 시작되면서 온도

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7-3과 4.7-4에는 ISAAC으로 예측한 수평연료관 온도거동 (unbroken pass

의 HS8과 broken pass의 HS13에서의 압력관 온도)과 파단면적에 따른 HS13에서

의 온도거동이 각각 나타나있다.  ISAAC에서는 실험과는 달리 broken pass와 

unbroken pass에서 온도 거동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 압력관 온도는 실험

의 unbroken pass HS8에서처럼 초기온도 약 310C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B9401 실험에서처럼 비상노심주입량이 지속되면 unbroken pass의 수평

연료관은 지속적으로 냉각되며, 다만 실험에서 나타난 broken pass에서의 초기 온

도 상승 현상은 예측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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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수평연료 모형관 HS13 중앙의 상부 핀 온도 거동

그림 4.7-2 수평연료 모형관 HS8 중앙의 상부 핀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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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ISAAC으로 계산한 HS8과 HS13 중앙연료봉 온도거동 (C)

그림 4.7-4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HS13 중앙연료봉 압력관 온도거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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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파단 유량

그림 4.8-1은 ISP에 참여한 각국이 계산한 파단유량을 보여주며, 최대 유량은 약 

47kg/s이다 [7].  이후 일차계통 냉각수가 고갈되고, 비상노심주입이 시작되면 주

입량과 상관되어 방출량은 계산된다.  25초 부근의 방출량 증가는 고압주입 때문이

며, 후반의 방출유량은 저압주입유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ISAAC에서 방출유량은 파단 면적에 따라 그림 4.8-2에 나타나있다.  실험에서 사

용된 실제 파단면적 (30mm 직경, 7.0686x10-4 m2)을 적용한 경우 최대유량은 약 

25kg/s이고, 실험과 유사한 초기 파단유량을 맞추기 위한 파단면적인 12x10-4m2을 

적용한 경우는 약 43kg/s이다 (ISAAC에서는 경수 물성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수 

물성치를 고려하면 초기 방출유량은 약 47 kg/s와 유사하다).  ISAAC에서는 저압

주입이 약 253초에서 종료되어 방출 유량도 따라서 감소한다.

파단 유량은  파단 면적 뿐 아니라 파단부위의 위치에 따른 냉각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즉 파단부위가 실험에서처럼 원자로입구모관인 경우는 냉각수가 증기발생

기를 거쳐 아냉각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원자로출구모관인 경우는 연료관을 거쳐 가

열된 이상유동의 상태 (실제 월성 원전에서는 연료봉 하단에서 4%의 유량건도를 

허용함)를 보인다.  B9401 실험의 경우는 그림 4.4-1과 4.4-3에서 보듯이 초기 기

포율이 0.0에 가까워 원자로입구모관의 냉각재도 단상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ISAAC에서는 위치별 기포율 분포를 대신하여 일차계통 폐회로의 평균 기포율을 입

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원자로입구모관에서 파단이 발생하면 코드에서의 방

출 유량은 실제 방출유량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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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 각국이 계산한 RD-14M 파단유량

그림 4.8-2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파단 유량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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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노심 출력

사고시작 2초 후부터 전출력에서 붕괴열로 운전되는 조건에 따라 ISAAC의 노심출

력도 각국의 계산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그림 4.9-1과 4.9-2 참조).  

그림 4.9-1 각국이 계산한 RD-14M 출력 거동

그림 4.9-2 ISAAC으로 계산한 RD-14M 출력 거동 (W)



- 66 -

제 10 절 일차계통 냉각재 재고량

Loop 부피가 1.01m3인 초기 조건과 초기 상태에서의 냉각수 밀도 (경수인 경우 약 

690 kg/m3)를 고려하면 초기 냉각수 질량은 약 700 kg 정도이고, 이를  중수 무

게로 환산하면 약 766kg으로, 그림 4.10-1의 초기값과 유사하다.  실제 원전에서

는 연료관 후단에서 최대 4%의 건도 (quality)를 허용하지만 그림 4.4-1과 4.4-3

에서 보듯이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기포율이 0이므로 실험에서는 초기 냉각수 상

태를 포화상태로 판단하였다.  약 100초까지는 각 국의 결과가 유사하지만 그 후반

부터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는 각국이 사용한 계통 부피와 폐회로를 따라 

냉각수 온도와 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ISAAC 결과는 그림 4.10-2에 제시되어 있다.  초기량은 약 700kg으로 경수 물성

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고 초기에는 다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노심

비상주입이 시작되면서 증가하여 약 880kg 부근에서 유지된다.  각국이 계산한 재

고량은 대부분이 초기 재고량을 넘지 않는 반면 ISAAC에서는 초기재고량보다 크게 

나타나며, 이는 비상노심주입으로 냉각수 온도가 낮아져 냉각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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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1 각국이 계산한 RD-14M 냉각재 재고량 거동

그림 4.10-2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냉각재 재고량 거동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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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이차계통으로의 열전달량

그림 4.11-1은 각국이 계산한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량을 보여준다.  초기 노심 

열량은 8.14MW로 각 증기발생기에서의 전달량은 약 4MW 정도이고, 사고가 진행

되면서 증기발생기로의 열전달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ISAAC으로 계산한 각 

증기발생기에서의 2차측으로의 열전달량은 그림 4.11-2에 나타나있다.  약 50초까

지는 일차계통에서 이차측으로 열을 전달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일차 측으로 

열이 전달됨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는 그림 4.11-1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4.11-3은 파단 면적에 따른 열전달량을 보여주며,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4.11-1 각국이 계산한 RD-14M에서의 2차측 열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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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ISAAC으로 계산한 각 증기발생기에서의 2차측 열전달량

그림 4.11-3 ISAAC으로 계산한 파단면적별 증기발생기 1에서의 2차측 열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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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상노심주입이 늦은 사고경위 분석

RD-14M B9401 실험을 수행하면서 5개국의 참석자들은 비상노심급수가 늦어지는 

사고경위에 대한 코드 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즉 B9401 실험에서는 10.6초 

(데이터 수집 시작 시간으로는 20.6초)에 주입되었던 ECCS를 지연시켜 290초 (데

이터 수집 시작부터는 300초)에 작동하는 경우를 분석하여 코드 간 비교 결과를 수

록하였다.  다른 조건은 B9401 실험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모두 7개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ISAAC으로 비교가 가능한 6개 변수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림 5-1A와 5-1B는  Header 8에서의 압력 거동에 대한 각국의 코드 해석 결과

와 ISAAC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두 그림 모두 290초부터 ECCS가 주입되면서 

일차계통의 압력이 증가함을 보여주며, 다만 ISAAC 결과가 약간 낮게 증가한다.

ECCS 지연에 따른 주입량이 그림 5-2A와 5-2B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림 

4.3-1부터 4.3-4에서 보듯이 실험과 각국의 코드 결과는 원자로모관에서의 압력 

거동에 따라 주입유량이 계산되며, 특히 파단부위와 연계되어 있는 Header 8로의 

유량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ISAAC에서는 원자로모관의 압력이 모두 동일

하며, 따라서 그림에서처럼 Header 8로의 주입 유량이 코드 결과보다 낮게 예측한

다. 그러나 폐회로로의 전체 주입거동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오히려 ISAAC이 약

간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3A와 5-3B는 누적된 비상노심주입량으로 고압주입유량은 ISAAC 결과와 

각국의 코드 결과가 유사하지만 저압유량의 경우 ISAAC의 주입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B9401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저압주입유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비상노심급수가 늦어짐에 따른 수평연료봉의 온도 거동을 보기위한 결과가 그림 

5-4A에 나타나있다.  그림 4.7-1과 4.7-2에서 보듯이 파단회로 (Broken Pass)에 

위치한 HS 13에서는 초기에 온도 상승이 나타나지만 비파단회로 (Unbroken 

Pass)에 위치한 HS8에서는 연료봉 온도가 서서히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비상급수

가 늦어진 경우 파단회로에 위치한 HS13에서는 초기에 온도 상승 이후 약 50초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다가 비상급수가 공급되면서 냉각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ISAAC에서는 파단회로와 비파단회로 사이의 유량에 의한 영향보다는 일차계통 냉

각수 수위에 따라 온도가 영향을 받으며, 그림 5-4B에서처럼 200초지나 가열되기 

시작하지만 300초에 주입되는 비상급수로 인해 다시 냉각된다.  즉, ISAAC에서는 

상세코드가 예측하는 사고 초반의 온도 첨두를 예측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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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A와 5-6B는 파단유량으로 두 코드 모두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다만 

ISAAC에서 예측하는 저압유량이 조금 많아 파단 유량이 각국의 코드 결과보다 이

른 약 520초 부근에서 시점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일차계통 냉각수 재고량은 그림 

5-6A와 5-6B에 각각 나타나있으며, 그림에서 보듯이 두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72 -

그림 5-1A 각국이 계산한 Header 8에서의 압력 거동

그림 5-1B ISAAC으로 계산한 Header 8에서의 압력 거동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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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A 각국이 계산한 Header 8로의 비상급수유량

그림 5-2B ISAAC으로 계산한 Header 8로의 비상급수유량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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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A 각국이 계산한 폐회로로의 비상급수 누적유량

그림 5-3B ISAAC으로 계산한 폐회로로의 비상급수 누적유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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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A 각국이 계산한 HS13 최상부 연료핀의 온도 거동

그림 5-4B ISAAC으로 계산한 HS13 최상부 연료핀의 온도 거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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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A 각국이 계산한 파단유량

그림 5-5B ISAAC으로 계산한 파단유량 (kg/s)



- 77 -

그림 5-6A 각국이 계산한 일차계통 냉각수 재고량

그림 5-6B ISAAC으로 계산한 일차계통 냉각수 재고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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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ISAAC 전산코드의 중대사고현상 모델 검증 노력과 병행하여 노심손상 이전의 

ISAAC 열수력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 구축을 위해 RD-14M 장치에서의 

냉각재 상실사고 (B9401)를 모의하였다.  RD-14M 장치는 CANDU 원전과 동일한 

일차계통의 높이와 주요 부품을 갖추고 있어 이 장치에서 수행된 B9401 실험 결과

는 ISAAC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SAAC은 사용자의 편

의를 위해 월성 원전 고유의 특성이 코드 내에 이미 고정되어 있으므로, B9401 모

의를 위해 입력 제어와 최소한의 프로그램 수정을 병행하였다.  ISAAC과의 비교를 

위해 실험에서 측정된 37개의 변수와 코드로 계산된 7개의 열수력 변수 중 비교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파단면적을 사용한 경우 파단부위에서의 열수력 조건의 차이로 초기 방출 유

량이 실험 결과보다 낮게 예측되었다. 즉, 실험에서처럼 원자로 입구모관에서 파단

이 발생하면 다른 위치보다 압력이 높고 낮은 냉각수 온도로 밀도가 높아 전체적으

로 동일한 압력과 냉각수 온도를 갖는 ISAAC에 비해 방출 유량이 높다. 따라서 

170%의 파단 면적을 사용하여 기본 계산을 수행하였고, 이 경우 초기 파단 유량은 

실험과 유사하게 예측되었고, 일차계통의 평균 압력은 각 원자로모관에서 측정된 

실험 결과와 유사한 압력 거동을 보인다.

비상노심계통 주입거동은 일차계통의 열수력 거동에 의존하며, ISAAC 결과는 실험

과 유사한 고압 및 저압 주입 시점과 주입량을 보인다. 다만 저압주입 총량이 실제 

주입량보다 약간 높아 약 350초에 주입이 종료되는 실험보다 약 130여초 이른 

253초 부근에서 종료된다. 노심 출력 거동과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에서의 압력 거

동도 서로 유사하다.  일차계통 냉각재 재고량도 중수로 물성치로 인한 효과를 고

려하면 ISAAC에서 예측한 초기량은 각국의 코드로 예측한 값과 유사하다.  10초 

이후로는 각각의 계산 결과도 상이하며, 이는 폐회로 내부에서의 냉각수 온도와 밀

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차 측에서의 열전달 방향과 전달량 

등도 ISAAC과 각국의 결과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ISAAC은 일차계통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어체적으로 모의하기 때문에 실험

이나 코드 결과에서 제시하는 일차계통 내부에서의 각 위치별 압력 및 온도,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다.  ISAAC에서 

예측하는 일차 계통 내에서의 유량은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상세한 대신 폐회로 전

체를 대표하는 유량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심의 전반적인 노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증기발생기 입구나 펌프 출구에서의 기포율 분포도 ISAAC에

서는 볼 수 없고, 대신 일차계통 의 평균값을 제공함으로써 계통 상황에 대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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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수평연료관 온도 거동도 실험에서는 파단회로에서의 유

량 역류로 사고초기에 순간적인 온도가 상승하는 반면, ISAAC에서는 해당 연료관

의 노출 여부에 따라 온도 거동을 예측하므로 사고초기의 온도 상승 현상은 예측하

지 못한다.

B9401 실험에 대한 비교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비상급수가 약 300초 지연되

어 주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국의 코드 해석 결과와 ISAAC을 비교하였다. 상세

코드에서는 비상급수 지연으로 연료봉의 온도가 약 550~700C까지 예측되지만 

ISAAC에서는 급수지연으로 연료봉이 노출되면서 증가하려다가 급수 시작으로 다시 

냉각되는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사고 초기의 온도 상승 현상은 포착하지 못한다.

이상의 두 가지 사고경위에 대한 ISAAC 분석 결과, ISAAC의 열수력 모델이 비록 

중대사고 이후의 거동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지만 노심 손상 이전의 열수력 거

동도 실험이나 상세코드와 전반적인 거동 예측 능력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부적인 온도 상승이나 유량 역류 등은 ISAAC의 모델 특성상 한계가 있음도 확인

하였다.  따라서 ISAAC을 이용한 초기 열수력 거동 해석 결과는 일부 현상에 대한 

모의가 부족하지만 주요 열수력 거동은 실험과 유사하게 모의함으로써 노심손상으

로 진행되는 중대사고 모의를 위한 노심손상 이전의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활용하

기에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파단 면적에 따른 방출 유량이 일차계통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파단 위치에 

따른 증배계수를 도입하여 초기 방출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

하고 있고, 기존 ISAAC의 코드 체계 안에 중수 물성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후 검

토할 예정이다. B9401 이외에도 RD-14M 장치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이 계속적으

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사고에 대한 ISAAC

과의 검증 비교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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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e thermal hydraulic behavior prior to core damage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to validate the ISAAC thermal hydraulic models. B9401 test at 

RD-14M facility was selected as a benchmark data set, which was open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oblem (ISP).  As ISAAC had hard-wired systems and 

models inside the code, new input parameters were prepared with the minimum 

model changes. Among 37 parameters measured from the experiment, 

pressures, flow rates, void fractions, and the fuel temperatures were compared. 

The simulation showed that the thermal hydraulic behavior estimated from 

ISAAC was similar to the experimental data or to the detailed code, even though 

ISAAC was developed mainly for the severe accident analysis.  Based on these 

comparison analys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hermal hydraulic conditions 

estimated from ISAAC can be used as the boundary conditions for further 

analysis causing severe core damage.  In order to extend the data base for the 

thermal hydraulic behavior of ISAAC, more RD-14M tests as well as DBA 

sequences need to be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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