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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플랜트의 MIDAS/SMR 코드 입력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 코드의 입력을 개발하는 데 있으며, 일차년도에는 기본입력의

작성과 정상상태를 모의한다. SMART 플랜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한 일체형 원자로다. 원자로의 안전성 확인과 중대사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MIDAS/SMR 코드로 중대사고를 모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SMART 플랜트의 MIDAS/SMR 코드 기본입력 개발.

- 기본입력으로 정상상태 모의 및 설계 값과의 결과 비교.

-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기본입력을 이용한 DBA나 중대사고 모

의 수행. 사고의 진행과정 파악 및 선원항 예측. 또한 중대사고

대처방안에 필요한 자료 제공.

MIDAS/SMR 코드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중대사고를 내용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

한 MIDAS/SMR 코드의 입력을 개발하였다. 정상상태의 모의결과는 설계

값과 매우 유사하였으므로 입력 작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기본입력은 DBA나 중대사고 해석을 통해 계속 개선될 것이다.

○ 수소 제어능력 분석

- SMART 플랜트의 노심용융 및 격납건물 수소농도 분석 및 전략평가

○ 격납건물 장기건전성 분석

- SMART 플랜트의 격납건물 장기 건전성 분석 및 전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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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생성물 (FP)의 거동 영향 분석

-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 플랜트 주변 안전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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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IDAS/SMR Input Deck for SMAR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IDAS/SMR code

basic input deck for the severe accidents by simulating the steady state

for the SMART plant. The SMART plant is an integrated reactor

developed by KAERI. For the assessment of reactor safety and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it is necessary to simulate severe

accidents using the MIDAS/SMR code which is being developed by

KAERI.

The scope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 Preparation of the base input deck of the MIDAS/SMR code for

the SMART plant.

- Simulation of a steady state using the prepared input deck and

Comparison of the results with design data.

- Preparation of input deck for typical design base accidents and

major severe accident scenarios to understand severe accident

phenomena and to assess the severe accident strategy.

The input deck of the MIDAS/SMR code for the SMART plant is

prepared to simulate severe accident sequences for the us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code. A steady state is obtained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design values. The input deck will be improved through

the simulation of the DBAs and severe accidents.

The base input deck of the MIDAS/SMR code can be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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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e severe accident scenarios after improvement. Source terms and

hydrogen generation can be analyzed through the simulation of the severe

accident. The information gained from analyses of severe accidents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develop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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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중대사고 평가는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핵연료 용융사고 시 원자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고 진행을 억제하여 원자로 용기 혹은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 혹은 사고관리 절차에 반영

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다. 즉,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원자로건물은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

더라도 사고결과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방벽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수로인 기존의 상용 발전소에 대해서는 중대사고 안전현안 평가 및 사고 경위 해

석을 위하여 중대사고 평가 체계 및 해석 코드가 잘 개발되어 있다. 사고초기로부터

원자로건물 외부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까지 다룰 수 있는 중대사고 해석용 종합 코

드로는 미국 FAI사가 개발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MAAP4 [1]와 미국 NRC가 개

발한 MELCOR 전산코드 [2]가 있다. MAAP4는 대상 발전소의 일차/이차/증기발생

기 등 주요 계통이 이미 코드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산업체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용자가 입력을 이용하여 임의로 발전소 계통을

구성할 수 없는 단점 가지고 있다. 한편 MELCOR는 모델이 상세하고 계통모사를 사

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반면 입출력 처리가 불편하고 계산 시간이

길어 연구기관에서 주로 검증 계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MIDAS 코드[3]는 MELCOR 코드를 참조코드로 하였고, 코드 개

발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코드 내부의 이해가 쉽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저장 및

전달 체계를 기존 MELCOR의 데이터 타입별 단일 배열에서 FORTRAN90 언어의 특

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도출변수 형태 (derived data type)로 전환하고, 패키지별로 모듈

화하였으며, 동적 할당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 효율을 높였다.

SMART 플랜트[4]는 기존의 분리형 원자로와는 달리 일체형 원자로로, 원자로 용

기 내부에 펌프와 가압기, 그리고 증기발생기가 포함되어 있고, 피동 안전개념 등의

혁신 개념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체형 원전에서의 중대

사고 경위 해석을 위해 기존 코드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SMART 플

랜트에 대한 중대사고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MAAP4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MAAP4 코드 개발기관인 미국의 FAI

사와 연계하여 MAAP4/SMR을 개발한다. 또 다른 방법은 MIDAS/SMR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MIDAS/SMR는 MELCOR 기반의 코드이므로 프로그램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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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SMART 노형에 맞추어 사용자 입력으로 원자로 계통을 모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도 일체형 원전에 대한 분석 경험이 없으

며, 기존 내장 모델로 SMART에서의 중대사고 진행 과정들을 제대로 모의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SMART 중대사고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SMART 원자로에 대한

정상상태의 입력 마련이다. 일체형 원전의 경우는 경험이 없지만, 기존의 분리형 원

자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쳐 입력을 준비할

수 있다. 정상 상태 입력은 크게 계통 관련 물리적 자료 준비, 초기 운전 조건 관련

자료 확보, 그리고 계통을 제어체적과 유로로 발전소 설계에 맞도록 노드를 구성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료는 발전소의 설계자료[5~9]을 이용하였

고, SMART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위해 사용한 TASS/SMR 입력[10]을

참조하였다.

중대사고 분석을 위한 MIDAS/SMR 입력은 계산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열수력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노드와 유로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대사고 분석은 일차/이차계통 뿐 아니라 원자로건물 외

부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원자로에서 원자로건물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원자로건물 내부에서의 침적, 부착 및 이송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서

는 원자로건물에 대한 입력도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자로건물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유로, 구역의 기하학적 정보, 그리고 일차/이차 계통과의 연결을 위한 유로

가 포함된다.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분석을 위한 MIDAS/SMR 입력개발의 상

세내용은 참고문헌 11에 기술되어 있다.

MIDAS/SMR의 기본 입력이 작성되면, 다음 단계는 주어진 초기조건으로 SMART

열수력 거동이 정상조건을 만족하는 가를 확인하는 정상상태 분석 과정이다. 정상 상

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사고해석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로, 정상 상태가 유지되기 위

해서는 노심과 RCS계통에서 발생되는 열과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차계통으로 전달되

는 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초기 입력에 대한 검증 및 검토가

수행된다.

기본입력을 이용하여 100% 출력에서의 정상상태를 모의한다. 정상상태 모의에서

는 각종 제어계통이나 안전계통에 관련된 입력은 사용되지 않지만 가능한 모두 포함

시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기본입력에서는 RCS계통은 하부공간(2), 노심 및 bypass, 상부공간(2) 및 원통

형 간극, 가압기, RCP의 방출공간(2), FMHA(2), 증기발생기(24), 그리고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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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pass(2) 등 37개의 제어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증기발생기는 8개의 cassette로 이루

어져 있으나 이차측이 4개의 train으로 되어있으므로, 입력은 1개의 train(2개의

cassettes)로 된 채널과 3개의 train(6개의 cassettes)으로 구성된 채널로 구분되어 있

다. 각 제어체적들은 유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RCP는 4대가 있지만 입구와 출구가 모

두 동일하므로 1개로 모의하였으며, 작동하고 있는 RCP의 대수는 유로단면적으로 조

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기발생기 이차측도 일차측과 동일하게 2개의 채널로 나누

었으며, 활성영역은 일차측과 동일하게 10개로 나누고 입구와 출구에 각각 1개의 제

어체적을 추가하여 24개로 하였다. 증기발생기 각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PRHRS는

각각 Hx 등 5개의 제어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터빈과 원자로건물, 외부환경의

제어체적이 필요하다. 입력 중에서 설계자료와 상이한 부분은 정상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SG helical tube의 표면적을 30% 증가시킨 것이다.

정상상태 모의결과는 10,000초까지 주요 열수력 변수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노심과

RCP 사이의 압력강하를 제외하면 설계자료나 TASS/SMR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 SMART 플랜트의 MIDAS/SMR 코드입력에 대한 정상상태의

모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안전주입계통과 안전감압계통의 입력을 점검하고

사고해석에 이용할 예정이다.

정상상태가 만족되면 사고 모의를 위한 입력을 마련한다. 이때에는 정상상태에서

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초기 핵분열생성물 재고량과 중대사고 현상 관련 기본

변수 입력, 그리고 주요 안전계통 등이 추가된다. 파단 면적이나 위치, 파손 시점, 밸

브 개방, 전원 상실 등의 사고 초기조건과 안전계통 작동을 위해 제어논리를 이용한

입력을 추가하면서, 사고 진행을 통해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궁극적

으로 사고경위별 최종 MIDAS/SMR 코드의 입력을 완성한다. MIDAS/SMR 코드는

PSA용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4 -

제2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1. MELCOR 코드 및 중대사고 연구현황

1) 외국의 경우

원전의 사고는 설계기준사고에서부터 노심용융에 이르는 중대사고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고관리계획 수립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다. TMI 사고 이후에 미국에서는 중대사고의 이해와 해석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되

었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주축으로 중

대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중대사고 연구는 원자로를 이용한 중대사고 실험(SFD[12],

DF[13], FLTH[14], 등)을 수행하는 반면에 STCP 코드[15]와 같이 그때까지 개발된

중대사고에 관련된 코드들을 모아서 중대사고 해석에 사용하는 한편 SCDAP 코드

[16]와 같은 최적계산코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STCP는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코드를 단순하게 통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의 전달과 계산

결과가 다음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risk 코드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STCP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코드는 1984년도

부터 USNRC 후원하에 SNL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MELCOR코드[17]이다. 즉

MELCOR 코드는 STCP를 대체하기 위한 2세대 risk 분석코드이다. MELCOR 코드

는 1989년도에 ver 1.8.0[18]이 최초로 완성되었으며, 코드의 검증과 문제점을 파악

하기 위하여 CSARP 회원국에 배포되었다. 가장 최근에 배포된 것은 version

186_YT[2]로 2008년 3월에 배포되었다.

USNRC는 또한 노심용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대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계

획을 SECY-88-147[19]을 통해 발표하고, 발전소별 안전성평가(IPE : Individual

Plant Examination)를 수행하고, 각 발전소는 자체 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

구하였다. 또한 SECY-89-012 [20]를 통해 사고관리 전략의 절차화, 의사결정 체제

의 분석, 중대사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중대사고 지침서 및 절차서의 개발, 계측

및 정보분석 등 5대 요소를 정의하였다. 중대사고 관리 절차서를 개발함으로서 이

를 중심으로 한 중대사고 관리체제를 수립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설계

기준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비상운전절차서(EOP)의 일부를 중대사고까지 대

처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대시켜왔다. EDF의 중대사고 지침서는 미국의

Owners Group에서 개발한 중대사고 지침서와 같이 중대사고시 비상요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발전소 상황에 적절한 사고완화 전략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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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중수로 원전의 설계기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캐나다의 EOP도 사건

중심 절차서(Event Based Procedures)로부터 증상중심절차서(Symptom Based

Procedures)로 EOP를 보완하고 있다.

MELCOR 코드는 IPE의 수행과 중대사고 관리전략의 개발을 위해 코드의 필요

성이 더욱 증대됨과 더불어 회원국의 건의와 새로 개발된 모델들을 추가시켜 계속

개선되어 왔다. MELCOR 코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

페인 등에서 코드검증과 실험해석, 중대사고 해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하

고 있으며, 일본, 헝가리, 소련 등에서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과 실험해석에 이용하

고 있다. 미국 NRC에서는 SNL에서 작성한 원전의 입력을 예로 제공하면서 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MELCOR 코드는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을 통한 사고관리지침서 개발 및 핵분열

생성물과 에어로졸 거동을 통한 선원항 개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

고 있으며, 활용범위의 확대로 사용기관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의 경우

국내의 중대사고 연구는 USNRC의 권고에 따라 1984년도부터 시작하였으나, 초

기에는 실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중대사고 해석코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

문에 INEL과 같은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실험과 코드개발에 참여하여 기

술이전을 이루었다. 중대사고 현상을 이해하고 코드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험해석과 원전의 가상 중대사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중대사고 해석에서는

STCP를 이용하여 방사선원항을 계산하고, SCDAP을 이용하여 노심용융시 노심의

거동을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MELCOR 코드가 배포되면서 우리나라

에서도 STCP를 대신하여 MELCOR 코드를 이용한 중대사고 해석을 시작하였다.

국내의 MELCOR 코드를 이용한 실험해석에는 PHEBUS의 열수력거동 및 핵분

열생성물에 관한 실험[21~23]과 VANAM(ISP-37)[24] 및 KAEVER (ISP-44) [25]의

에어로졸 거동에 관한 실험 등을 대표로 들 수 있으며, 해석결과는 비교적 실험을

잘 모의하였으므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전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

해 고리 1 및 3&4 호기, 울진 1&2 및 3&4호기, KNGR 그리고 KSNP에 대한 입력

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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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중소형 일체형원자로와 MIDAS/SMR 코드의 개발현황

1)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Small and Medium sized integral water cooled Reactor:

SMR)인 SMART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유형의 원자로로 IRIS

(U.S.A), CAREM (Argentina), SCOR (France), IMR (Japan) 등이 세계적으로 개

발되고 있다. 이들 참조 원자로들은 Level I PSA 결과로 CDF(Core Damage

Frequency)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어 있으나 Level II 평가 및 중대사고 해석은 아

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개 되어 있지 않다. IRIS 및 CAREM의 경우

Level II 결과로 LERF(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값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

대사고 해석 자료는 문헌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최근 이들 SMR은 설계 목표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최소화함으로써 ‘No

need for evacuation'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뢰도 및 관련 설계를 강화하는 추세이

다. 따라서 SMART 원자로에 대해서도 중대사고 평가코드 체계를 확립하여

SMART 원자로의 인허가 뿐 아니라 궁극적인 안전 목표 확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

다.

SMART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평가는 개념설계 및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형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를 위한 해석 기반이 갖추

어 있지 않다. 즉, 기존 상용 경수로 원전에 대해서는 중대사고 안전현안 평가 및

사고 경위 해석을 위하여 중대사고 평가 체계 및 해석 코드가 잘 개발되어 있으나

일체형 원전에 적용하는 데는 관련 모델의 개발 및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

다.

SMART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일체형 원자로로 설계되었다. 일체형 원자로는

기존의 분리형(loop type) 원자로와는 달리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가압기

등 원자로 주요 기기가 원자로용기 내에 내장된 원자로로써 이들 주요 기기를 연결

하는 대형 배관이 없다. 따라서 분리형 원자로의 주요한 설계기준사고인 대형냉각

재상실사고(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LBLOCA)를 근원적으로 배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특성으로 고유안전성, 피동 및

능동안전계통, 첨단 인간공학연계설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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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DAS/SMR 코드

MIDAS/SMR 코드는 국내에서 MELCOR 1.8.4를 참조코드로 개발되었다.

사용 언어는 FORTRAN-90을 사용하였고, 코드 개발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코드 내부

의 이해가 쉽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저장 및 전달 체계를 기존 MELCOR의 데

이터 타입별 단일 배열에서 FORTRAN-90 언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도출변수

형태 (derived data type)로 데이터 전달 구조를 전환하고, 패키지별로 모듈화하였으

며, 동적 할당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 효율을 높였다.

통합 MIDAS/SMR 개편으로 MIDAS/SMR code 내부의 변수가 사용된 곳 어느

곳에서나 내용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국내 발전소의 유형에 맞도록 모델 개선

은 물론 모델 추가, plot 변수의 추가 등 code의 개선이 용이하게 되었다. 기술적으

로는 패키지에 따른 데이터의 구조가 모듈 단위로 취급되어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

므로, 패키지 내부의 데이터 파악은 물론 패키지들 사이의 변수 추가 등 code내 데이

터 작업이 간단해졌다. 따라서 구조개편 작업이 완료된 MIDAS/SMR는 코드 내 모델

의 개선 및 추가가 용이해지고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 및 이해도)이 크게 향상되어

기존의 상용 원전과 다른 SMART에 적용하기 위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MIDAS/SMR를 이용하여 SMART에서의 중대사고를 분석하는 일은 코드 특성에

근거한 단순 모의로 계산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접근이 가능한 한편, 아직 아무도

MIDAS/SMR를 적용해본 적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결 방안이 확립되

어 있지 않은 어려움도 내재해 있다. MIDAS/SMR는 경수로 중대사고 현상에 관한

기본 모델들이 내장되어 있어, 따로 기본 모델을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SMART 노

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고유 현상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모델을 개발하

여 MIDAS/SMR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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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1. 기본입력의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 코드

의 입력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00% 출력에서의 정상상태 및 설계기준사고

의 모의 결과를 설계값이나 TASS/SMR의 해석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입력 작성을

완료한 후, 중대사고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MIDAS/SMR 코드로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시 RCS계통/이차계통/원자로건

물 내의 열수력 거동,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과 이송, 수소의 생성과 분포 등을 해석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RCS계통/이차계통의 열수력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제어체적, 유로, 그리고 구

조물 등의 기본적인 입력

② RCP 및 증기발생기의 입력

③ 핵연료의 용융 및 재배치를 해석하기 위한 노심입력

④ 원자로건물의 열수력, 핵분열생성물 및 수소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체적과 유로

의 입력(IRWST 포함)

⑤ 캐비티의 MCCI를 해석하기 위한 캐비티 입력

⑥ 사고경위에 따라 Rx나 RCP의 정지 및 각종 밸브(MSIV, SRV, SDS 등)의 작

동을 위한 Control 입력

⑦ 각종 안전장비(PRHRS, SI RHR 등)의 작동을 위한 입력

입력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하게 작성한다. 즉, 사용자가 사고경위에 따른 각

종 밸브의 작동이나 안전장비의 작동상태를 선택함으로서 사고해석을 용이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SMART 중대사고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SMART 원자로에 대한

정상상태의 입력 마련이다. 일체형 원전의 경우는 경험이 없지만, 기존의 분리형 원

자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쳐 입력을 준비할

수 있다. 정상 상태 입력은 크게 계통 관련 물리적 자료 준비, 초기 운전 조건 관련

자료 확보, 그리고 계통을 제어체적과 유로로 발전소 설계에 맞도록 노드를 구성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자료는 발전소의 설계자료을 이용하였고,

SMART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해석을 위해 사용한 TASS/SMR 입력을 참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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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분석을 위한 MIDAS/SMR 입력은 계산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열수력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노드와 유로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대사고 분석은 일차/이차계통 뿐 아니라 원자로건물 외

부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원자로에서 원자로건물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원자로건물 내부에서의 침적, 부착 및 이송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서

는 원자로건물에 대한 입력도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자로건물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유로, 구역의 기하학적 정보, 그리고 일차/이차 계통과의 연결을 위한 유로

가 포함된다.

기본입력으로 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계산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SMART 플랜트의 거동파악이 용이하고 계산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nodalization을 결정하였다. 예비계산에서 노심의 출력과 가압기의 압력, 이차 계

통 수증기 압력, RCP 유량, 그리고 급수유량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한 경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지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후의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수증기 온도는 설계값과 유사하

지만 RCS계통의 온도는 약 10 C 정도 높았다. TASS/SMR 입력에서 사용하는 새롭

게 개발된 helical tube의 열전달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서 열전달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부록 A 참조). 열전달 면적의 증가

에 대한 민감도 조사를 통하여 면적을 30% 정도 증가시켰을 때 RCS계통의 온도도

설계 값에 매우 근접함을 알았다. 즉, 기본입력에서 증기발생기의 표면적(tube의 개

수)은 설계값의 130%를 사용한다.

입력작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Nodalization과 제어체적(Control Volume)

RCS계통과 이차측의 nodalization은 그림 1과 같으며, 원자로건물의 nodalization

은 자료가 입수되면 수행할 예정이다. RCS계통과 이차계통의 체적과 유로의 입

력은 참고문헌 5 (SPLUS-ME-DD400-01, Rev-01)를 기본으로 하며,

TASS/SMR의 입력 자료를 참조하였다. 입력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사용하였다.

제어체적의 입력은 비평형상태(non-equilibrium), vertical flow를 기본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압력과 온도는 예비계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사용한다.

Nodalization의 제어체적에 관한 입력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제어체적의 입

력에서는 계통의 체적(volume)과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level)만이 사용되지만

유로의 입력 작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로단면적, 등가직경 및 유로의 연결

(connection)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HS 입력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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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heat structure)의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유로(Flow Path)

RCS계통의 유로 입력은 참고문헌 5 (SPLUS-ME-DD400-01, Rev-01)를 기본으

로 하며, TASS/SMR의 입력 자료[10]를 참조하여 표 2와 같이 하였다. 입력 자

료가 부족한 경우에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가정을 사용하였다. 유로의 방향

(flow direction)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vertical flow이다. 길이는 상단

CV의 중앙에서 하단 CV의 중앙을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조절하였다.

form loss coefficient는 예비계산에서 압력강하를 참조하여 결정하였으며, SG나

PRHR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FL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압력강하(Form loss)는 설계나 TASS/SMR 입력에서

사용된 값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nodalization이 다르므로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Form loss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어체적간의 압력강하에 근

접하도록 조절하였다.

③증기발생기(SG)

증기발생기(SG)는 8개의 cassette로 되어 있으며, 일차 측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

만 이차 측은 4개의 train으로 되어 있다. 즉 1개의 train에 2개의 cassette가 포

함되어 있으며, 1 세트의 PRHRS(피동잔열제거계통)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SG의 nodalization은 train 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IDAS/SMR의 입력에서는 1개의 train으로 구성된 것과 3개의 train을 결합시

킨 2개의 채널로 구성하였다. 3개의 train을 결합시킨 채널에 있어서는 체적과

유로 단면적이 1개의 train으로 구성된 채널의 3 배이며, 기타는 동일하다.

SG 활성영역(active region)의 nodalization은 일차/이차 측이 동일하여야 하며,

위치에 따른 온도차나 이차 측의 일부에 증기가 채워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

개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의 MIDAS/SMR의 입력에서는 활성영

역을 5개의 제어체적으로 나누어 입력을 작성하였으나, 이차 측의 압력과 온도에

서 많은 요동을 보이므로 10개의 제어체적으로 나누어 재작성하였다.

SG 입력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참고문헌 6 (SPLUS-FS-09008)의 ‘1.3 이차계통’,

‘1.3.2 valve’, ‘3.1 증기발생기’ 및 ‘4.3.4 추가계산자료’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부족

한 자료는 그림이나 기계설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증기발생기 일차/이차 측의 제어체적을 표 3과 4에 요약하였으며, 유로를 표 5와

6에 요약하였다. 또한 helical tube를 표 7에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④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자로냉각재펌프(RCP)는 4대가 있으며, 모두 suction(CV200)에서 흡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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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CV211)로 보내고 있으며,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4대의

RCP를 묶어 하나로 모의할 수 있다. 4대의 RCP를 묶어 하나로 모의하는 경우에

1대의 RCP를 별도로 모의하는 경우와의 차이는 FL의 유로단면적이 4배가 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즉 2대의 RCP를 모의하는 경우는 유로단면적이 2

배가 된다.

RCP의 특성은 참고문헌 6 (SPLUS-FS-09008)의 ‘3.2 원자로냉각재펌프’ 및

‘3.4.1 추가계산’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RCP 성능곡선 (그림 3.2-1), 재질의 종류 및 질량( SS-312, 7800 kg/m3)

열발생량 (916 kW (4 RCP)), 관성서행곡선(표 3.2-1), K-factor

RCP의 정지는 전원이나 운전원의 조치를 고려한 시간과 1차 계통 냉각수의 유

출에 의해 흡입부분에 수증기가 생성되는 cavitaion에 의한 정지를 모의하였다.

⑤구조물(Heat Structure)

구조물은 CV 사이의 열전달이나 내부 열용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므로, 열

전달이나 T/H 계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입력을 제외시켰다. 또한 증기발생기의 helical tube와 SG cassette에 대한 입력

은 S/G입력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노심의 핵연료나 하부공간의 구조물은 Core

입력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원자로건물 내의 구조물은 원자로건물의 입력에서 취급

할 예정이다.

증기발생기의 helical tube나 노심의 구조물을 제외한 주요 구조물로는 가압기의

상부 돔, 압력용기의 원통형 벽, Core Support Barrel, Upper Grid Support, 유동

거름통. FMHA, CR guide tube 등이 있으며, 구조물의 치수에 관한 자료는 참고

문헌 5 (SPLUS-ME-DD400-01, Rev.01)의 그림 A-1로부터 A-5까지의 자료에

서 얻을 수 있다.

⑥피동형잔열제거계통(PRHRS)

증기발생기 이차 측은 4개의 train으로 되어있으며, 각 train에 PRHRS가 1 세트

씩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PRHRS의 모의도 SG 이차 측과 동일하게 PRHRS가

1 세트로 구성된 것과 3 세트로 구성된 채널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PRHRS 2 세

트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3 세트로 구성된 입력 대신에 1 세트만 작동될

수 있는 입력도 별도로 준비하였다.

PRHRS의 특성은 참고문헌 6 (SPLUS-FS-09008)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TASS/SMR의 입력에 잘 반영되어 있다. MIDAS/SMR 입력은 참고문헌 2를 기

본으로 사용하고 TASS/SMR를 참조하여 그림 2와 같이 nodalization을 하였다.

⑦노심(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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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core)의 입력 자료는 정상상태나 사고해석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참고문

헌 9 (SPLUS-CA-DD190-01, Rev-00)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핵연료나 피복재의 질량, 하부공간의 구조물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노심의 활성영역은 축 방향을 10개, 반경방향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며, 하부공

간도 축 방향을 5개, 반경방향을 6개의 구간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력은 고리 3&4 호기의 노심에서 핵연료의 길이와

assembly의 개수를 조절하고, 참고문헌 9 Table 11의 T/H data를 적용한 것으

로 정상상태의 모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사고 해석에 사용하

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참고문헌 9 Table 11의 T/H data는 앞

의 CV나 FL의 입력작성에도 사용되었다.

⑧안전주입계통 (SI & SCS)

안전주입계통(SI)과 정지냉각계통(SCS)의 입력은 정상상태 모의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사고해석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안전주입계통에 관련된 자료는 참

고문헌 6 (SPLUS-FS-09008)의 ‘1.6 안전주입계통’에 주어져 있고, 정지냉각계통

은 ‘1.8 정지냉각계통’에서 설계 후 제공될 예정이다.

SI의 주입율과 작동조건은 참고문헌에 따라 작성하였다.

⑨안전감압계통(SDS, SRV)

가압기에는 시스템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운전을 하는 안전감압계통

(SDS)과 자동으로 개폐되는 안전밸브(SRV)가 있으며, 정상상태 모의에서는 사

용되지 않지만 사고해석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안전감압계통에 관련된 자

료는 참고문헌 6 (SPLUS-FS-09008)의 ‘1.7 안전감압계통’에서 얻을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지 못하여 아직 입력을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사고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⑩물성(Material Properties)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특성이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만,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서는 최소한 밀도, 열전도도, 열용량 등

의 입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Inconel-600의 물성치는 참고문헌 5 (SPLUS-ME-DD400-01, Rev.01)의 25 페이

지에 온도에 따른 열전도와 밀도가 주어져 있으며, 열용량은 참고문헌 6

(SPLUS-FS-09008)의 ‘1.4.4 PRHR 열교환기의 G’에서 주어져 있다.

⑪원자로건물

원자로건물의 입력은 정상상태 모의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사고해석에서는 필

수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나 수소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 13 -

서는 상세한 입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원자로건물에 관한 상세자료를 얻지 못해

현재는 정상상태의 모의나 기본적인 사고해석 모의를 위해 원자로건물을 원자로

공동, IRWST, 상부공간의 3개의 셀로 하고, 체적을 임의로 입력시킨 가공의 입

력을 사용하고 있다.

⑫핵분열생성물(FP)

핵분열생성물(Radio Nuclide : RN)의 방출은 환경영향 평가에 필수적으로 필요

하며, 중대사고 해석을 통해 level 2 PSA에서 구할 수 있다. MIDAS/SMR 입력

에서는 노심과 원자로건물의 입력이 완성되어 중대사고 해석에 이용될 수 있을

때 작성할 예정이며, 현상과 변수들은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값들을 이용할

것이다.

2. SMART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의 정상상태 계산

본 계산에 사용된 nodalization을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RCS계통은 하부공간

(2), 노심 및 bypass, 상부공간(2) 및 원통형 간극, 가압기, RCP의 방출공간(2),

FMHA(2), 증기발생기(24), 그리고 SG bypass(2) 등 37개의 제어체적으로 구분하였

다. 증기발생기는 8개의 cassette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차측이 4개의 train으로 되어있

으므로, 입력은 1개의 train(2개의 cassettes)로 된 채널과 3개의 train(6개의

cassettes)으로 구성된 채널로 구분되어 있다. 각 제어체적들은 유로로 연결되어 있으

며, RCP는 4대가 있지만 입구와 출구가 모두 동일하므로 1개로 모의하였으며, 작동하

고 있는 RCP의 대수는 유로단면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기발생기 활성영

역의 제어체적 수를 많게 한 이유는 증기발생기 이차측 대부분의 제어체적에 물과 수

증기가 함께 존재하므로 열전달 계산에 어려움이 많아, 열전달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증기발생기 이차측도 일차측과 동일하게 2개의 채널로 나누었으며, 활성영

역은 일차측과 동일하게 10개로 나누고 입구와 출구에 각각 1개의 제어체적을 추가하

여 24개로 하였다. 또한 터빈과 원자로건물, 외부환경의 제어체적이 필요하다.

SMART 중대사고 분석을 위한 입력에서 가장 먼저 수행할 과정은 정상상태의 검

증이다. 정상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입력을 이용하여 사고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사고

초기의 열수력조건이 실제와 상이하여 사고 진행과정의 모의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일체형 원전의 경우는 경험이 없지만, 기존의 분리형 원자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

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쳐 준비된 입력을 이용하여 100% 출력에서의 정

상상태를 모의하였다. 즉, 기본 입력이 작성되면 정상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사고해

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정상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RCS 계통의 모든 열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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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차계통으로 전달되는 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과

정을 통해 초기 입력에 대한 검증 및 검토가 수행된다. 정상상태 모의에서는 각종 제

어계통이나 안전계통에 관련된 입력은 사용되지 않지만 가능한 모두 포함시켜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상상태를 모의하기 위한 입력에서는 안전주입계통(SI,

RHR, SCS) 및 안전감압계통(SRV, SDS)의 입력이 사용되지 않지만 사고해석 시에

필요하므로 이들 입력의 오류도 판단하기 위해 모든 입력이 포함된 기본입력을 작성

하고 정상상태를 모의하여야 한다.

기본입력으로 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심의 출력과 가압기의 압력, 이차 계

통 수증기 압력, RCP 유량, 그리고 급수유량을 경계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한다. 초기

조건에서 제어체적의 압력과 온도는 예비계산에서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지만 유로에

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평형상태에 도달하

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초기에는 가압기의 압력과 온도 등의 열수력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약 50 초 정도가 소요됨) 이를 해제시

켜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즉 정상상태를 모의한다.

노심의 열출력과 급수유량을 고정시킨 정상상태에서 RCP의 유로면적을 조절하여

RCP의 유량을 설계값으로 수정한 이후에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일차계통의 압력강하

를 설계값에 근접하도록 form loss를 조절한다. 이때 이차계통의 압력강하와 증기의

압력도 함께 수정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정상상태 모의에 필요한 입력

을 얻을 수 있다. 정상상태 모의에서 노심 출구와 RCP 사이의 압력강하가 설계값보

다 높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유로의 면적이 좁거나 길이가 긴 경우에 발생하

지만 주어진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는 수정없이 기본

입력을 사용하고 있다.

표 8에 정상상태의 모의결과인 열수력조건 중에서 주요 인자들을 요약하여 보여주

고 있다.

계산에 소요된 시간을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dt를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

다. dt가 0.065초로 짧고,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증기발생기의 열수력거동 해석

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에 입력으로 제공된 노심의 열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차계통에서 발생되는

열은 노심에서의 핵분열과 붕괴열이 있으며, RCP에서 발생되는 열과 PRZ의 가열기

에서 발생되는 열이 포함된다.

RCP의 유량은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값에 매우 근접하도록 모

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와 같은 RCP 유량을 사용할 때 노심 및 증기발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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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을 그림 7로부터 그림 9까지, 그리고 우회유량을 그림 10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

두 설계값에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압기의 압력은 가압기 내의 가열기를 이용하여 15.0 MPa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가압기와 노심의 압력을 그림 11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증기발생기의 입구

와 출구의 압력을 그림 12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증기발생기에서의 압력강하는 그림

13과 같이 설계값에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CS 계통 전체의 압력

강하는 그림 14와 같이 설계값보다 20 kPa 정도 크다. 이는 노심 출구와 RCP 사이의

압력강하가 크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노심과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의 온도는 그림 15와 16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값을 잘 모의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증기발생기에서의 온도강하는 그림 17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설계값보다 1 K 이상 크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급수의 유량과 온도는 입력으로 주어지지만 계통의 구조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림 18과 19에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에서의 유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0에서 급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증기발생기 입구에서의 유량과 온도

는 입력과 동일하지만 출구에서의 유량은 미세한 진동을 보이고 있다.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에서의 압력은 그림 2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값

을 잘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기발생기 출구에서의 증기온도와 포화온도를 그

림 22와 23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4와 같이 과열도가 32 K 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설계에서 과열도가 30 K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설계값을 잘 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RHR은 정상상태 모의에 사용되지 않지만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서, PRHR가 정상

상태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25와 26에서 보듯이 PRHR의 압

력변화나 유량이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변화가 없으므로 정상상태 모의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기의 유량이나 압력에 나타나는 미량의 진동

은 PRHR에 의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특성조사

정상상태의 입력 작성 과정에서 입력의 미소한 변화가 정상상태의 도달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국내의 운전 중인 원전은 모두 증기발생기의 이

차 측에 포화증기를 이용하는 반면에 SMART 플랜트는 과포화증기를 사용한다. 과

포화증기의 특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입력으로 노심의 열출력과 급수의 유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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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급수유량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였다. 즉, 기본

입력에서 설계에서 허용하는 ±1% 급수유량 변화와 이를 초과하는 ±2%의 변화에

대하여 과포화증기의 특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수행하였다(부록 B

참조).

급수유량의 변화에 따라 정상상태가 변화하므로 모든 입력이 변경되어야 하지만

급수유량만 변경하여 수행하였으며, 평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6,000 초의 시

간이 소요됨으로 계산결과의 비교는 평형상태에 도달한 6,000 초 이후에 수행하여

야 한다.

RCS계통의 유량 및 압력의 변화는 매우 적지만 온도의 변화는 크다. 또한 증기

발생기 이차측 출구의 증기 온도의 변화도 매우 크다. 급수량이 2% 정도 증가하면

온도는 5K 정도 낮아지는 반면에 2% 감소하면 6K 이상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증기의 압력은 입력에서 일정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증기의 과열도는

급수의 1% 증가까지는 설계값인 30K 이상을 유지하지만 그 이상의 증가에서는 설

계값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유량이 2%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기의 온도가 상승하여

과열도가 설계값보다 12K 이상 높아진다.

급수 유량이 1% 정도의 미량 변화하는 경우에도 증기의 온도나 과포화온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증기의 온도나 과포화온도는 정상상태를 판단하는 데 참고로 이

용할 수 있지만 결정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출력의 변화에 따른 온도/압력/유량이 SMART 참고문헌 4 “핵증기공급계통 연계

요건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정상상태 입력으로 출력 및 유량의 변화를 모의함으로

서 입력 타당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출력의 변화에 따른 온도/압력/

유량의 모의결과는 참고문헌에서 주어진 값을 잘 모의하고 있다(부록 C 참조).

노심의 출력을 수정할 때 붕괴열도 함께 수정하여야 하지만 입력작성을 간편하게

하기위하여 붕괴열은 수정없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출력이 낮은 경우에 붕괴열이

과다하여 열출력이 과도할 수 있다.

급수온도가 최고인 경우에는 증기발생기 이차측의 증기온도나 과열도가 설계값보

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출력이 40%나 25 %인 경우에 매우 높아지는데 이는 입력

에서 붕괴열에 대한 수정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수온도가 최저인 경우에는 증기과열도가 0K로 나타난다. 즉, 대부분 과포화증

기를 생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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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CS계통의 제어체적에 관한 입력 요약

CV no Name Level volume

(m
3
)

pressure

(kPa)

Tempera-

ture(K)bottom top

155 LP1 2.091 2.651 11.334 1.509E7　 569.0　

150 LP2 0.000 2.691 30.022 1.509E7　 569.0　

170 Core 2.691 5.146 3.947 1.507E7　 596.6　

180 Core bypass 2.691 5.146 5.448 1.507E7　 569.5　

190 UP1 5.146 10.466 15.628 1.503E7　 596.3　

191 UP2 10.466 12.452 7.829 1.502E7　 608.3　

200 RCP Suction 5.326 14.221 13.977 1.500E7　 596.3　

500 PRZ 12.452 18.054 52.000 1.500E7　 615.4　

　 water 　 　 31.000 　 　

211 RCP Discharge1 12.981 14.946 6.98 1.514E7　 596.4　

212 RCP Discharge2 11.016 12.981 6.98

221 SG bypass-1 8.166 11.016 16.446 1.513E7　 596.4　

222 SG bypass-2 5.316 8.166 16.446 1.511E7　 593.4　

240 FMHA-1 3.151 5.316 16.457 1.509E7　 569.0　

241 FMHA-2 2.651 4.816 16.457 1.509E7　 569.0　

311,331 SG inlet 10.156 11.016 4*1.558 1.515E7 596.1

319,339 SG outlet 5.316 6.356 4*2.05 1.509E7 568.0

350~369 Active SG 6.356 10.156 4*10*0.431 1.512E7 582.3

total (water) 230.62

total (steam 포함) 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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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no
CV no

elevation
flow

area
ED length 비고

from to

241 240 241 3.16 0.540 0.05 1.3

242 240 241 4.70 0.540 0.05 1.3

240 241 155 2.651 1.08 0.05 1.3

140 155 150 2.091 2.5 0.5 0.5

151 150 170 2.691 1.40 0.012 1.22

171 170 190 5.146 0.7 0.012 1.22

172 170 190 5.146 0.7 0.012 1.22

156 150 180 2.691 0.063 0.012 1.22

180 180 190 5.146 0.063 0.012 1.22

190 190 191 10.466 1.377 0.10 3.70

501 191 500 12.452 0.377 0.03 3.70

192 190 200 5.706 0.06 0.08 0.5

193 190 200 9.026 1.36 0.12 0.5

194 190 200 10.260 2.54 0.30 0.5

205 211 212 12.981 2.1 0.1 2.1

206 211 200 13.016 0.02 0.01 2.1

221 212 221 11.016 0.032 0.01 1.6

222 221 222 8.166 0.032 0.01 1.6

225 222 240 5.316 0.032 0.01 1.6

표 2. RCS계통의 유로에 관한 입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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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G 일차측 CV

CV no Name
Level volume

(m
3
)

비 고
bottom top

311 SG1-inlet 10.156 11.016 1.558 　

350 SG1-10 9.776 10.156 0.431

351 SG1-9 9.396 9.776 0.431

352 SG1-8 9.016 9.396 0.431

353 SG1-7 8.636 9.016 0.431 　

354 SG1-6 8.256 8.636 0.431

355 SG1-5 7.876 8.256 0.431

356 SG1-4 7.496 7.876 0.431

357 SG1-3 7.116 7.496 0.431 　

358 SG1-2 6.736 7.116 0.431

359 SG1-1 6.356 6.736 0.431

319 SG1-out 5.316 6.356 2.05

　

331 SG3-inlet 10.156 11.016 4.674

360 SG3-10 9.776 10.156 1.294

361 SG3-9 9.396 9.776 1.294

362 SG3-8 9.016 9.396 1.294

363 SG3-7 8.636 9.016 1.294

364 SG3-6 8.256 8.636 1.294

365 SG3-5 7.876 8.256 1.294 　

366 SG3-4 7.496 7.876 1.294

367 SG3-3 7.116 7.496 1.294

368 SG3-2 6.736 7.116 1.294

369 SG3-1 6.356 6.736 1.294

339 SG3-out 5.316 6.356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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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G 이차측 CV

CV no Name
Level volume

(m
3
)

비 고
bottom top

610 2SG1-Steam 10.156 11.016 0.316 　

650 2SG1-10 9.776 10.156 0.212

651 2SG1-9 9.396 9.776 0.212

652 2SG1-8 9.016 9.396 0.212

653 2SG1-7 8.636 9.016 0.212 　

654 2SG1-6 8.256 8.636 0.212

655 2SG1-5 7.876 8.256 0.212

656 2SG1-4 7.496 7.876 0.212

657 2SG1-3 7.116 7.496 0.212 　

658 2SG1-2 6.736 7.116 0.212

659 2SG1-1 6.356 6.736 0.212

619 2SG1-water 6.356 7.116 0.316

　

630 2SG3-steam 10.156 11.016 0.948

660 2SG3-10 9.776 10.156 0.636

661 2SG3-9 9.396 9.776 0.636

662 2SG3-8 9.016 9.396 0.636

663 2SG3-7 8.636 9.016 0.636

664 2SG3-6 8.256 8.636 0.636

665 2SG3-5 7.876 8.256 0.636 　

666 2SG3-4 7.496 7.876 0.636

667 2SG3-3 7.116 7.496 0.636

668 2SG3-2 6.736 7.116 0.636

669 2SG3-1 6.356 6.736 0.636

639 2SG3-water 6.356 7.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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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G 일차측 FL

FL no
CV no

elevation
flow

area
ED length 비고

from to

310 211 311 11.016 0.552 0.010 2.05

311 311 350 10.156 0.552 0.010 1.19

350 350 351 9.776 0.552 0.010 0.60

351 351 352 9.396 0.552 0.010 0.60

352 352 353 9.016 0.552 0.010 0.60

353 353 354 8.636 0.552 0.010 0.60

354 354 355 8.256 0.552 0.010 0.60

355 355 356 7.876 0.552 0.010 0.60

356 356 357 7.496 0.552 0.010 0.60

357 357 358 7.116 0.552 0.010 0.60

358 358 359 6.736 0.552 0.010 0.60

316 359 319 6.356 0.552 0.010 0.60

319 319 240 5.316 0.552 0.010 0.60

330 211 331 11.016 1.656 0.010 2.05

331 331 360 10.156 1.656 0.010 1.19

360 360 361 9.776 1.656 0.010 0.60

361 361 362 9.396 1.656 0.010 0.60

362 362 363 9.016 1.656 0.010 0.60

363 363 364 8.636 1.656 0.010 0.60

364 364 365 8.256 1.656 0.010 0.60

365 365 366 7.876 1.656 0.010 0.60

366 366 367 7.496 1.656 0.010 0.60

367 367 368 7.116 1.656 0.010 0.60

368 368 369 6.736 1.656 0.010 0.60

336 369 339 6.356 1.656 0.010 0.60

339 339 240 5.316 1.656 0.01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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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G 이차측 FL

FL no
CV no

elevation
flow

area
ED length 비고

from to

610 610 940 10.156 0.084 0.012 5.0

611 650 610 10.156 0.084 0.012 2.5

650 651 650 9.776 0.084 0.012 2.5

651 652 651 9.396 0.084 0.012 2.5

652 653 652 9.016 0.084 0.012 2.5

653 654 653 8.636 0.084 0.012 2.5

654 655 654 8.256 0.084 0.012 2.5

655 656 655 7.876 0.084 0.012 2.5

656 657 656 7.496 0.084 0.012 2.5

657 658 657 7.116 0.084 0.012 2.5

658 659 658 6.736 0.084 0.012 2.5

616 619 659 6.356 0.084 0.012 2.5

630 630 940 10.156 0.252 0.012 5.0

631 660 630 10.156 0.252 0.012 2.5

660 661 660 9.776 0.252 0.012 2.5

661 662 661 9.396 0.252 0.012 2.5

662 663 662 9.016 0.252 0.012 2.5

663 664 663 8.636 0.252 0.012 2.5

664 665 664 8.256 0.252 0.012 2.5

665 666 665 7.876 0.252 0.012 2.5

666 667 666 7.496 0.252 0.012 2.5

667 668 667 7.116 0.252 0.012 2.5

668 669 668 6.736 0.252 0.012 2.5

636 639 669 6.356 0.252 0.0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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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G Helical tube

HS no
CV

형태 내경 외경
최하단

 높이
길이 개수

Left Right

01400 650 350 원통 0.006 0.0085 9.776 2.5 975

01410 651 351 원통 0.006 0.0085 9.396 2.5 975

01420 652 352 원통 0.006 0.0085 9.016 2.5 975

01430 653 353 원통 0.006 0.0085 8.636 2.5 975

01440 654 354 원통 0.006 0.0085 8.256 2.5 975

01450 655 355 원통 0.006 0.0085 7.876 2.5 975

01460 656 356 원통 0.006 0.0085 7.496 2.5 975

01470 657 357 원통 0.006 0.0085 7.116 2.5 975

01480 658 358 원통 0.006 0.0085 6.736 2.5 975

01490 659 359 원통 0.006 0.0085 6.356 2.5 975

03400 660 360 원통 0.006 0.0085 9.776 2.5 2925

03410 661 361 원통 0.006 0.0085 9.396 2.5 2925

03420 662 362 원통 0.006 0.0085 9.016 2.5 2925

03430 663 363 원통 0.006 0.0085 8.636 2.5 2925

03440 664 364 원통 0.006 0.0085 8.256 2.5 2925

03450 665 365 원통 0.006 0.0085 7.876 2.5 2925

03460 666 366 원통 0.006 0.0085 7.496 2.5 2925

03470 667 367 원통 0.006 0.0085 7.116 2.5 2925

03480 668 368 원통 0.006 0.0085 6.736 2.5 2925

03490 669 369 원통 0.006 0.0085 6.356 2.5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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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상상태 계산결과

계통변수 설계값
TASS/

SMR

MIDAS

/SMR
비고

노심 열출력 MWt 330.0 330.0 330.0 입력

원자로 냉각재 계통

일차계통 유량 kg/s 2090.0 2091.1 2091.0

RCP 유량 kg/s 2173.6 2174.2

RCP 우회 유량 kg/s 83.6 83.1

Core 유량 kg/s 2006.5 2000.5 2007.9

노심 우회 유량 kg/s 83.6 90.5 83.2

증기발생기(SG1) 유량 kg/s 200.6*1/4 502.3

증기발생기(SG2) 유량 kg/s 200.6*3/4 1505.4

증기발생기 우회 유량 kg/s 83.6 83.3

가압기 압력 Mpa 15.0 14.89 14.99

가압기 유체온도 K 615.28 614.73 615.37

노심 압력 Mpa 15.0 15.0 15.07

증기발생기 입구온도 K 596.15 595.29 596.2

증기발생기 출구온도 K 568.85 567.86 568.8

증기발생기의 압력강하 kpa 54.2 54.1 53.0

RCS 계통의 압력강하 kpa 138.74 138.69 161.0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급수유량 kg/s 160.8 160.8 160.8 입력

급수노즐 압력 Mpa 5.97 5.94 5.96

급수온도 K 473.15 473.15 473.2 입력

증기노즐 압력 Mpa 5.2 5.19 5.20

증기 과열도 K 30.이상 35.46 32.7

증기발생기의 압력강하 kpa 772.7 750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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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HR의 Nodalization (1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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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산에 사용된 시간간격(dt)

그림 3.  계산에 소요된 시간(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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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CP의 유량 거동

그림 5.  노심의 열출력



- 29 -

그림 8.  증기발생기(SG1 - 2 cassettes)의 유량 거동

그림 7.  노심의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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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우회유로(Core, SG, RCP)의 유량 거동

그림 9.  증기발생기(SG3 - 6 cassettes)의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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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의 압력 거동

그림 11.  노심과 가압기의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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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RCS 계통의 총 압력 강하 

그림 13.  증기발생기에서의 압력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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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의 온도 거동

그림 15.  노심의 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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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증기발생기(SG1) 이차계통 입구/출구의 유량 거동

그림 17.  증기발생기에서의 온도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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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급수 온도

그림 19.  증기발생기(SG3) 이차계통 입구/출구의 유량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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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증기발생기(SG1) 이차계통 증기온도 거동

그림 21.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입구/출구의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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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증기의 과열도 

그림 23.  증기발생기(SG3) 이차계통 증기온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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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RHR 입구/출구의 유량 거동

그림 25.  PRHR 입구/출구의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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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 코드의 기본입력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상상태를 모의하였다. 입력은 계통설계 및 안전해석을 위

해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TASS/SMR 입력을 참조하였다. 입력 중에서 설계

자료와 상이한 부분은 정상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SG helical tube의 표면적을 30% 증

가시킨 것이다.

정상상태 모의결과는 10,000초까지 주요 열수력 변수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노심과

RCP 사이의 압력강하를 제외하면 설계자료나 TASS/SMR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입력작성과 정상상태 모의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고 해석에 필요한 입력 중 많은 부분을 기본입력 작성 시에 적용하였으며, 정상상

태의 모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고해석에 필요한 안전주입계통과 안전감

압계통의 입력을 점검하여 DBA나 중대사고 해석에 이용할 예정이다.

사고 해석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본입력을 사용하여 사고경위에 따른 안전장비의 작

동상태만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코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고 중대사고와 원전

의 운전절차나 비상사태 절차를 이해하는 사용자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할 예정이다.

MIDAS/SMR나 MELCOR 코드가 risk 분석용 코드로서 최적전산코드처럼 원전의

설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중대사고의 현상이나 사고진행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선원항의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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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외 기여도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 코드의 기본입력을

성공적으로 작성함으로써, 계산시간이 빠르고, 민감도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이

용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입력은 DBA 사고해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

완한다면 중대사고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해석결과는 원전 평가기술 개발이나 중대

사고 관리지침에 이용될 수 있고, 또한 선원항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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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 코드의 기본입력을

성공적으로 작성하였으며, DBA 사고해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중대사고 해

석에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 및 제반 현안의 검토

에 활용할 수 있다.

․ 입력 작성방법

입력 작성방법은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 검토가 필요한 국내의 가동 중인 원전이

나 건설예정인 원전의 입력 작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중대사고 실험해석이나 제

반 현안 검토에 필요한 입력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 코드의 기본입력

SMART 플랜트의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MIDAS/SMR 코드의 기본입력 작성이 완

료되었지만 중대사고 해석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DBA나 주요 중대사고의 모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중대사고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중대사고 해석결과는 중대사고 대처능력 및 중대사고 관리전략 평가에 사용

할 수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이나 수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선원항이나 수소제어

검증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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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SG helical tube의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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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helical tube의 모의

1. 배경

증기발생기의 열전달은 플랜트의 열평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TASS/SMR에서는 개선된 열전달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IDAS/SMR

코드에서는 열전달모델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열전달면적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입력 작성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정상상태는 증기발생기의 열전달과 관계없이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이

루어진다. 즉, 열전달이 적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열전달이 많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예비계산에서 RCS계통의 온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2. 모의의 요약

가. 입력

- 증기발생기의 열전달면적을 10%, 20%, 30%, 40% 증가시킨 경우에 대해 계

산하였다.

- SG 이차 측의 온도와 압력에 요동이 나타나므로 결과의 검토에 어려움이 발

생할 수도 있지만 열전달면적 이외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 열전달면적의 변화에 따라 RCS계통의 온도와 냉각재 유량의 변화가 발생하

여 결과의 검토가 불가능하여진다. 따라서 FLnnnKc 을 사용하여 RCP의 유

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나. 결과

- 정상상태의 모의에 필요한 시간은 그림 A-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큰 차

이가 없으며, 모두 실시간 계산이 가능하다.

- 그림 A-2와 A-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CS계통의 온도는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림 A-4의 유량은 입력을 잘 반영하여 모두 일정하며, 그림

A-5와 A-6의 압력은 PRZ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하므로 큰 차이가 없다.

- 그림 A-7의 이차계통 증기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입력되어 있지만 요

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림 A-8의 증기온도는 4,000 초 이전의 초기에

는 정상상태를 이루지 못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동일한

값으로 수렴된다.

- 그림 A-9와 A-10에서 RCS계통과 증기발생기에서의 압력강하를 보여주고 있

다. 압력강하는 RCS계통의 냉각수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지만 큰 차이는 보이

지 않는다.

- 그림 A-11에 증기발생기에서의 온도하강 정도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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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에 입출구의 온도와 유사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그림 A-12에 증기발생기 이차 측 수증기의 과포화 온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림 A-8의 온도와 동일한 경향을 갖고 있다.

- 그림 A-13에 증기발생기를 통해 이차측으로 전달된 열의 누적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A-14에 열전달율을 보여주고 있다. 열전달은 일차측에서 발생

된 열이 모두 이차측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평형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열전달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열전달율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결론

- 어떠한 경우라도 5,000 초 이후에는 입력에 열평형상태에 도달한다.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5,000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 증기발생기 이차측은 열전달면적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없다.

● 모든 경우에 열전달량이 동일하므로 변화가 없다.

● 증기는 37 K 정도의 super heat을 이루고 있다.

- RCS계통의 압력도 열전달면적의 변화에 따른 효과는 없다. 이유는 PRZ의

heater를 통해 압력을 control 함으로 압력 차이가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면

압력변화가 매우 적다.

- RCS계통의 온도는 열전달면적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림 A-2와 A-3의 증기발생기 입출구의 온도와 그림 A-11의 증기발생기 내

에서의 온도하강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열전달면적을 30%정도 증가시킨 경우

에 설계나 TASS/SMR의 해석결과에 근접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증기발생기의 열전달면적을 30% 증가시킨 입력을 기본으

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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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SG 입구의 온도 비교

그림 A-1. 계산 소요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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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RCS계통 내의 유량 비교

그림 A-3. SG 출구의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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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 SG 출구의 압력 비교

그림 A-5. SG 입구의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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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 SG 이차측 출구의 온도 비교 

그림 A-7. SG 이차측 출구의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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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 SG 일차 측 압력강하의 비교

그림 A-9. RCS계통의 총 압력강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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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 SG 이차측 과포화온도의 비교

그림 A-11. SG 일차측 온도강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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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4. SG의 열전달율  

그림 A-13. SG의 누적 열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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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급수량에 따른 특성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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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유량에 따른 특성 모의

1. 배경

정상상태의 입력 작성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계산을 수시로 실시한

다. 계산 중 입력의 미소한 변화가 정상상태의 도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지만 원인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모두 증기발생기의 이차 측에 포화증기를 이용하

는 반면에 SMART 플랜트는 과포화증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과포화증기의 특성

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급수유량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2. 모의의 요약

가. 입력

- 기본입력을 이용하여 급수유량 변화에 따른 출력반응을 검토하였다.

나. 결과

- 그림 B-1과 B-2에서 PRZ와 증기발생기 입구의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급수

량의 변화에 따라 평형상태가 상이함으로 주어진 조건에서의 평형상태를 이

루기 위해서는 약 6,000 초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계산결과의 비교는 평형상태

에 도달한 6,000 초 이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압력은 초기(6,000초 이전)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평형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그림

B-3에서 보는 바와 같이 RCS계통의 유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약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즉, RCP에서 동일한 체적의 유량을 송출하는 경우라도 온도

가 상승하면 밀도가 낮아져서 질량으로 표시되는 유량은 줄어들게 된다.

- RCS 계통의 유량 변화에 따라 그림 B-4와 그림 B-5에서 보여주는 압력강하

및 그림 B-6에서 보여주는 증기발생기의 온도 강하에도 미소한 변화가 발생

한다.

- 그림 B-7과 B-8에서 보여주는 증기발생기 입구/출구의 온도는 급수량의 변

화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급수량이 2% 증가하면 온도는 5K 정도 낮아지는

반면에 2% 감소하면 6K 이상 증가하게 된다.

- 그림 B-9에서 보여주는 증기발생기 2차측의 유량은 입력조건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지만 그림 B-10에 보여주는 증기의 압력은 입력에서 일정하게 조절하

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 그림 B-11과 B-12에서 증기의 온도와 과열도를 보여주고 있다. 증기의 온도

도 RCS 계통과 동일하게 크게 변화하며, 과열도는 1% 미만의 증가에서는 설

계값인 30K 정도를 유지하지만 그 이상의 증가에서는 설계값에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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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유량이 2%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기의 온도가 상승하여 과열도가 설

계값보다 12K 이상 높아진다.

3. 결론

- 이차계통의 유량 변화에 따라 증기온도와 과포화온도의 온도가 차이가 크며,

유량 변화에 따른 평형상태의 변화에 의해 RCS 계통의 온도변화도 크게 나

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증기발생기의 열전달면적이나 노심의 열출력을 변경시

키는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증기발생기의 helical tube의 열전도도

및 면적 그리고 2차측의 급수 온도 및 유량에 따라 평형상태가 변하게 되며,

이들의 적절한 결합에 의해 설계에서 제시한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급수 유량이 1% 정도의 미량 변화하는 경우에도 증기의 온도나 과포화온도

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SMART 원전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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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2. RCS계통의 압력 비교 

그림 B-1. PRZ의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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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4. RCS계통의 총 압력강하 비교

그림 B-3. RCS계통의 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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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6. 증기발생기 일차계통의 하강온도 비교

그림 B-5. 증기발생기 일차계통의 압력강하 비교



- 60 -

그림 B-8. 증기발생기 출구의 온도 비교

그림 B-7. 증기발생기 입구의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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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0. 증기발생기 이차계통 출구의 압력 비교

그림 B-9. 증기발생기 이차계통의 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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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2. 증기의 과열도 비교

그림 B-11. 증기발생기 이차계통의 증기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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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증기발생기 증기 및 급수의

온도/압력/유량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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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증기 및 급수의 온도/압력/유량 모의

1. 배경

참고문헌 8 (015-NH-447-IR)에 출력의 변화에 따른 온도/압력/유량이 주어져

있으며, 현재의 정상상태 입력으로 출력 및 유량의 변화를 모의함으로서 입력 타

당성 중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모의의 요약

가. 입력

- 노심의 출력은 참고문헌에 주어진 값으로 수정한다. 이때 붕괴열도 함께 수정

하여야 하지만 입력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붕괴열은 수정없이 사용

함으로서 출력이 낮은 경우에 열출력이 과도할 수 있다.

- 급수유량도 참고문헌에 주어진 값을 이용하였다(그림 C-1 참조).

- 노심출력과 급수의 주입량에 따라 각각 평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입력

점검의 목적에서 모두 기본입력을 사용하였다. 즉 기본입력에 핵분열출력/급

수유량/급수온도를 변화시켜 각각의 입력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결과에 차이

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급수온도는 참고문헌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보여주므로(그림 C-2 참조)

2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모의하였으며, 추후에 수행할 사고해석을 위해 기

본온도를 설정하였다.

- 증기압력 등 다른 입력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기본입력을 사용하였다.

나. 결과

-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압력강하를 그림 C-3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참고문

헌에 주어진 값을 잘 모의하고 있다. 

-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온도를 그림 E-4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최고온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주어진 값을 잘 모의하고 있지만, 최저온도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낮게 모의하고 있다. 

1)급수온도가 최고인 경우

-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증기압력을 그림 C-5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control

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온도를 그림 C-6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과열도를 그

림 C-7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경우에 증기온도나 과열도가 설계값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출력이 40%나 25 %인 경우에 매우 높

아진다. 이는 입력에서 붕괴열에 대한 수정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

출력이 2 ~ 3%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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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수온도가 최저인 경우

-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증기압력을 그림 C-8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급수온

도가 최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control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요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온도를 그림 C-9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과열도를 그

림 C-10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경우에 과열도가 0K로 나타난다. 

25%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출력이 과다한 경우로 과포화 

수증기가 생성되지만 모든 경우에 과포화 수증기를 생성하지 못한다. 

3. 기본온도의 설정 및 모의

가. 목적

급수의 변화에 따른 사고해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급수온도를 하나로 고정

할 필요가 있다. 즉, 급수량에 따른 급수온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본온도 설정방법

- 과열도가 30K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 앞에서 언급한 입력을 이용한다. 즉 출력변화는 핵분열만을 고려하고, 붕괴열

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주어진 급수량에서 온도를 변화시켜 가며 적절한 온도를 찾는다.

다. 결과

- 설정된 기본온도는 그림 C-2에 base로 표시하였다. 출력이 높은 경우에는 최

고온도에 근접하지만 출력이 낮아질수록 온도의 강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출력의 감소에 따라 붕괴열도 감소하여야 하지만 이를 고

려하지 않으므로 발생된 열출력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 증기발생기 2차 측의 압력강하를 그림 C-11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참고문헌

에서 제시한 값에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다.

- 그림 C-12에 증기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증기의 온도는 모두 570 K를 상

회함으로 증기 과열도가 30K 이상이다. 

- 증기발생기 2차 측 증기의 압력, 온도 및 과열도를 그림 C-13, C-14 그리고

C-15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경우에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000

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의도한 바를 잘 모의하고 있었다.

4. 결론

- 이차 측의 압력강하는 전반적으로 잘 모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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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증기발생기 이차 측에서 과포화증기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기본온도를 사용하는 경우의 모의결과가 적절함으로 중대사고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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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2.  출력과 급수온도의 관계 (참고문헌 8)

그림 C-1.  출력과 급수유량의 관계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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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4. 급수온도가 최고인 경우와 최저인 경우 출력에 따른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증기온도 비교  

그림 C-3. 급수온도가 최고인 경우와 최저인 경우 출력에 따른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압력강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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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6. 최고의 급수온도를 사용하였을 때의 증기온도의 비교

그림 C-5. 최고의 급수온도를 사용하였을 때의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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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8. 최저의 급수온도를 사용하였을 때의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압력 비교

그림 C-7.  최고의 급수온도를 사용하였을 때의 증기 과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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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0. 최저의 급수온도를 사용하였을 때의 증기 과열도 비교

그림 C-9. 최저의 급수온도를 사용하였을 때의 증기온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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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2. 기본온도의 경우 출력에 따른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증기온도 비교  

그림 C-11. 기본온도의 경우 출력에 따른 증기발생기 이차 측의 

압력강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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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3b. 기본온도의 경우 증기 압력의 비교

그림 C-13a. 기본온도의 경우 증기 압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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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14b. 기본온도의 경우 증기온도 비교

그림 C-14a. 기본온도의 경우 증기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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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5b. 기본온도의 경우 증기 과열도 비교

그림 C-15a. 기본온도의 경우 증기 과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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